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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 개발 성공기

터널 진단 효율성, 안전성 획기적 개선
교량·건축물 탐사에도 활용 기대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는 지하 싱크홀 탐사에 쓰이는 3D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
투과레이더) 장비를 터널 정밀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화한 것이다. 이 장비는 콘크리트 표면과
다채널 안테나 간격 자동조절, 360도 회전, 미세각도 및 길이 조정 등 첨단 기능을 두루 적용함으로써 진단

의 정확도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단채널 2D 방식에서는 불가능했던 터널 콘크리트의 배면공동
확인이 가능해진 이번 장비를 활용하면 터널 천단부, 어깨선, 측선 등에 대해서도 훨씬 정밀한 탐사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

1. 개발 배경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는 터널 정밀안전진단 기술을 지원하
는 기술지원팀 GPR 담당자들의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니 좀 더

안철홍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지원팀 팀장

사진 1 - 단 채널 안테나를 벽면에 밀착시키면서 진행하는 터널 진단 방식.
사진 2 - 단채널 안테나를 이용한 철도터널 조사 장면.

안전하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켜보라는 공단 강영종 이
사장의 지시를 계기로 개발됐다.

개발에 앞서 터널 콘크리트 배면 공동 탐사 방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

다. 그 결과 기존 접촉식 단 채널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
표투과레이더)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트럭에 비계를 설
치하거나 고소작업 차량의 버킷 탑승한 상태에서 안테나를 터널 벽면
에 밀착시키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작업자를 태운 차량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현실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 방법을 사용
할 경우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타르 등)이 현장 조사자의 안면으로

다는 것이었다. 인사사고 방지, 작업시간 및 교통통제시간 단축, 조사

간도 길다. 교통통제 시간도 함께 길어져 교통체증이 유발하는 문제점

석됐다.

떨어지는 일이 잦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조사 조사에 소요되는 시
도 있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몇 가지 개선 방향이 정리됐다. 우선 터널 콘크리트

배면 공동 탐사 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면 좋겠

의 효율성 제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도 필요한 것으로 분

터널 정밀안전진단 중에서도 특별히 힘든 작업으로 손꼽히는 콘크리
트 배면공동 탐사 현장조사와 관련한 이상의 개선방안을 구현하기 위
해 고안된 것이 바로 “지하 싱크홀 전용 탐사 장비인 3D GPR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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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계화 해보자”는 것이었다.

용이 예상되는 시장가격보다 높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알루미늄이 연

모터 구동방식인 1단계 개발과, 유압 구동방식인 2단계로 개발로 나

가까운 지인들조차 “연구개발 제품은 제작 후 수정 요구 사항이 많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온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 는
누어 진행됐다.

강으로서 드릴링 작업 시 열이 발생되어 불량률이 높다는 점 등이었다.

일만 많고 이문은 없다”며 1단계 어태치먼트 제작을 거절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명측기가 제작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

2. 1단계 개발

1단계 어태치먼트는 모터 구동방식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휠

크레인 붐 끝에 연결 브라켓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는 것이었다. 이것은 제작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양산되고 있
는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부품을 연결하기 위한 브라켓 도면은 양산품 조사에 따른 고정 및 연결
볼트 위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도면에 따른 제작은 업체 선정이 특

히 힘들었다. 업체들이 제작을 꺼리는 이유는 ▲설계 제작에 들어가는 비

히 듣고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준 덕분에 제작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유의 휠 크레인을 어태치먼트를
장착할 차량으로 선정함으로써 경비를 최소화 하고 장비 사용의 효율
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1단계 어태치먼트는 축이 고정되고 구동장치가 회전하게 하는 설계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어태치먼트 및 안테나의 무게로

인하여 축에 비틀림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었
다. 다음은 1단계 어태치먼트 제작 과정을 간략히 서술한 것이다.

그림 1 - 1단계 어태치먼트

(a) 1단계 어태치먼트 정면도 측면도

정면도

(b) 1단계 어태치먼트 각부 기능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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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단계 어태치먼트 조립 순서도

01.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유의 휠 크레인에 장착된 HIAB 160T 붐 끝단

07. 안테나 프레임은 다 채널 안테나 좌우 고정부 홀과 연결될 수 있게

02. 브라켓의 돌출 축은 기어드 모터의 중공축에 축의 회전력을 전달

08. 안테나의 파손 방지와 콘크리트 신축 이음부 단차로 인한 충격을

03. 중공 축 액튜에이터는 감속기가 부착된 것으로 어태치먼트를 정회

09. AC 파워 실린더와 중공 축 액튜에이터의 전원은 3상 비상발전기로

에 브라켓을 설치한 후 장 볼트(전산 볼트)·너트로 체결하고,
하는 묻힘 키를 설치하였다.

전 역회전시킬 수 있고, 회전 속도는 AC 모터를 주파수 제어하는
것으로 설계․제작하였다.

04. 어태치먼트 전후 각도 조절은 AC 파워 실린더를 적용하였으며,

05. AC 파워 실린더 힌지 상부는 3D GPR 안테나 프레임을 떠받치고
있는 브라켓에 연결시켰다.

06. AC 파워 실린더의 이송 속도는 저속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3 - 1단계 어태치먼트(Ground Coupled Antenna)
안테나 장착 전

사진 4 - 1단계 어태치먼트 전체 조립 상태

하였으며,

완화하기 위하여 우레탄 휠과 스프링을 설치하였다.
공급하여 범용성 있게 하였다.

10. AC 파워 실린더와 중공 축 액튜에이터의 모터 조작 스위치 박스는
개발비 절감을 위하여 유선으로 제작하였다.

11. 제어박스에는 엔코더의 신호를 받아 탐사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안테나 장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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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개발

7. 거리는 3D GPR(콘크리트 배면 탐사)장치와 콘크리트 표면 영상 촬영

업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유압구동장치는 웜, 웜 휠, 유압 실린더

8. 콘크리트 표면과 다채널 안테나의 이격 거리는 4개의 거리 감지센서

2단계 개발은 유압구동 방식으로 다채널 안테나 고정 플랫폼에 4차 산
등을 이용하여 에어 커플 안테나 고정부를 360도 수평·수직회전, 차량
진행방향의 전후각도 조정, 미세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채널 안테나 고정 플랫폼의 4차 산업기술 적용은 콘크리트 표면과 안
테나 간의 간격을 설정한 후 자동으로 일정간격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
이다.

결과와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동기화

에서 측정한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모니터를 어태치먼트 부근에 설치

이밖에 통신 방식도 단거리와 장거리 통신포트로 분류하여 제작하였다.
본 어태치먼트의 주요 구성품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2단계 어태치먼트 제작에서 가장 큰 난관은 유압장치와 제어장치, 4차

1) 센서 및 실린더

경비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부

2) 차량 이동 거리 측정장치

산업기술인 자동위치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먼저 개발
터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압장치와 유압제어장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하

- 콘크리트 표면과 안테나의 거리를 측정해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 주행 중 조사 데이터 거리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획득 거리 정보를 조사장비와 동기화 한다.

여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고소작업차량 제작사인 ㈜호룡의 김동열 전

- 동기화 채널은 최소 2개 이상이며 동기화 신호 설정은 PC 소프트웨

또한 자동위치제어 프로그램과 어태치먼트 제작은 1단계 제작사인 ㈜

3) 탐사 데이터 취득 PC

와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영상 촬영 카메라

무와 홍용 연구소장의 협조로 고소작업차량을 개조 변경할 수 있었다.
대명측기의 김옥환 전무가 제작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관련 개조

가. 다채널 안테나 고정 플랫폼

어에서 조절 가능하다.

- 차량 주행 시 진동발생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해준다.
- 콘크리트 표면 상태를 촬영 저장한다.

2단계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는 터널, 교량 상판 등에 응용할

나. 유압 구동장치

증대와 측정 결과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수평·수직 회전, 차량 주행 전후 각도 조절 등이 모두 용이하다. 유압 구

수 있도록 고소작업 차량 붐 끝단에 장착하여 인사사고 방지, 업무효율

2단계 제작은 2017년 1단계로 개발된 제작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4
차 산업기술을 기술을 적용해 정밀안전진단 기술을 고도화 하는 것이
목표였다.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 2단계 개발 제작은 1단계 제작품에서

안테나 고정부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터널 콘크리트 표면과 안테나 간
의 거리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일정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리 센서
와 실린더 등의 하드웨어 적용과 자동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작
하였다.

이러한 2단계 개발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1. 안테나를 손쉽게 탈․장착할 수 있을 것

2. 견고한 구조로 제작, 녹슬지 않도록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 안테나
신호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질을 선정

3. 콘크리트 표면과 다채널 안테나의 이격 거리는 거리 감지 센서를 사용
4. 감지된 거리는 이격 거리 설정 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어

5. 다채널 안테나가 부착된 어태치먼트 위치 미세 이동은 피드백 제어
신호에 의해 실린더가 작동

6. 탐사 위치(시작점부터 종점까지의 거리)를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엔
코더와 연계할 수있도록

유압 구동장치는 어태치먼트 구동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치이며,
동장치는 개발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유압제어 시스템과 연계함으로
써 향후 고장 발생시 서비스 등을 고려하였다.

차량의 주행장치는 엔진, 연료탱크, 타이어 규격, 미션 동력 인출장치

(P.T.O)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션 동력 인출장치는 차량 주행 중
운전석에서 붐을 상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의 세부제원은 최대 작업높이는 15m로 하였으며, 붐(Boom)대는

유압 작동식 신축형 3단 붐으로 유압작동(실린더, 와이어, 체인 등)에
의해 인입․인출된다. 유압실린더에 의해 붐 각도 상․하강이 이루어지고
차량 이동시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붐대 거치대를 설치하였다.

선회장치(Slewing)는 브레이크가 부착된 유압모터 및 웜 감속기 구동
방식으로 하였으며 붐, 데릭 실린더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회전시키

는 장치로 350도 회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차량 이동시에는 안전을 위
하여 별도 회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였다.

유압펌프는 피스톤 펌프로 정격압력, 정격유량, 작동유 탱크 용량 등을

선정하였으며 유압기구 작동시 작업장치 또는 유압회로 각부를 안전
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밸브를 장착하였다.

제어장치는 레버(조이스틱, 수동레버) 및 스위치 작동식으로 무선 리

모컨으로 각각 조정 가능하고, 조작이 편리하게 제작하였다. 또한 각
작동레버 및 스위치에는 작동되는 장치의 특성을 그림과 글씨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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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파일롯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유압유를 일방향 제어하여 어태치

는 스위치를 설치하였다.

치먼트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상부 조정장치는 선회장치 상부에 설치하여 아래 기능을 위한 레버 또
- 엔진시동/정지 기능

- 붐 신축, 선회, 기복작동/속도제어 기능
- 비상정지, 비상 펌프 작동 기능

- 다채널 안테나 설치 장치 수평조절/상하회전 기능
무선 원격 제어장치에는 아래 기능을 위한 조이스틱 또는 스위치를 설
치하였다.

- 엔진시동/정지 기능

- 붐 신축, 선회, 기복작동/속도제어 기능
- 비상정지, 비상 펌프 작동 기능

- 다채널 안테나 설치 장치 수평회전/수직회전 기능
안전장치로는 붐의 신장으로 인한 차량의 전복을 방지하는 장치로 자

동 카운터 웨이트를 설치하였다. 유압 안전장치로는 유압회로 내에 이

상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릴리프 밸브, 붐 신장 및 기복 실린더 고정기
능 및 호스 파열시 자연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홀딩밸브를 설치하였다.
그림 2 - 2단계 어태치먼트 차량 제작도

그림 3 - 2단계 어태치먼트 구동부 조립도

먼트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유압 호스 파열 시에도 어태
비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 정지할 수 있도
록 스위치를 설치하였다.

비상펌프를 설치함으로써 작업 중 메인 유압펌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는 붐을 격납시켜 비상 작동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외부전원
없이 장비 내에서 220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버터를 별도로 설
치하였다.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 구동부는 붐 대 끝단부에 장착하여 붐

각도에 따라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수평․수직회전, 차량 진행방향 각

도 조정 등이 가능하게 하였다. 탐사시 반사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였다.

- 다채널 안테나 수평 유지 구현(폐쇄회로의 유압실린더 조정 방식)
- 다채널 안테나 회전 구현(정회전, 역회전, 360°회전, 유압 구동식)
- 다채널 안테나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코드 설치(AC 220V)

- AC 200V 단상 전원이 차량에서부터 어테치먼트 컨트롤 박스에 연결
될 수 있도록

- 4 PIN 통신 케이블 및 3D Radar Cable(10m) 등을 설치하였다.
사진 4 - 2단계 어태치먼트 장착 차량

수평회전부

수직회전부
전후각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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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태치먼트의 구동원은 유압을 이용한 무선 원격 제어 장치로 수직․수

평회전과 전후 각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유압유의 저
장 탱크는 어태치먼트 하부에 설치하였다.

거리측정 센서가 거리를 감지하면 제어부에서 목표치와 측정치를 비

그림 4 - 2단계 어태치먼트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교 판단하여 실린더 구동 모터가 구동한다. 이것이 실린더를 이동시켜
콘크리트 표면과 다채널 안테나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
다음은 어태치먼트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사진 6 - 2단계 어태치먼트 유압 구동부

구동부

그림 5 - 2단계 어태치먼트 자동위치 결정부

(a) 다 채널 안테나(에어 커플 안테나) 장착도

(b) 어태치먼트 각 부위 명칭 (Ⅰ)

(c) 어태치먼트 각 부위 명칭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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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 자동 위치 결정부
측면

사진 8 - 2단계 어태치먼트 제어부

정면

통신은 단거리 통신과 장거리 통신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컨트롤 유니트에서는 탐사거리 측정센서로 부터의 신호를 콘크리트
표면 영상 기록 장치와 3D GPR 탐사장치와 동기화를 시켜 동일 거리
가 기록되도록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시에는 안테나 고정 플랫 폼이 오동작을 일으켜 안테

나를 파손시키지 않도록 이동 한계를 설정하였으며, 설정 범위를 벗어

날 경우 주황색 LED가 점등, 범위 이내일 경우 녹색 LED가 점등될 수
그림 6 - 2단계 어태치먼트 제어 시스템 흐름도

있도록 하였다.

4. 적용 3D GPR 안테나 특성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도로지반조사장비(3D Multi-

channel, 3D GPR)는 Ground Coupled Antenna(DXG 1820)를 사용하
여 도로지반의 공동을 탐사하는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채널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보유 장비인

3D Multi-channel GPR(본체, GeoScope MK Ⅳ), 거리측정기(DMI),
GPS, Ground Coupled Antenna와 Air-Coupled Antenna 등을 활용

하여 터널공동 및 교량상판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 탐사에 응용코자 하
였다.

그림 7 - 3D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장비 설치도

안테나 고정 플랫폼 제어장치는 크게 컨트롤 유니트, 센서부, 실린더
부, 카메라, 통신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트롤 유니트는 32비트 CPU로서 4개의 센서 출력신호를 받아 4개

의 실린더로 신호를 전송하게 되어 있다. 이 신호에 의해 3D GPR 안테

나와 콘크리트 표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간격 설
정은 모니터 상에 표시되는 각각의 실린더 위치표시를 실시간으로 보
면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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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GPR은 세계적으로 판매되어 지반조사 위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상

그러나 채널수가 9개 ～ 21개인 다 채널 안테나(한국시설안전공단

부 콘크리트 구조물 즉 터널 천장부, 어깨선 등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

소유 에어 커플 안테나)는 콘크리트 배면 탐사,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GPR 안테나는 주파수 종류에 따라 투과 심도가 결정되며, 현재 현장

Air-Coupled Antenna는 200 MHz ～ 3 GHz 주파수 범위에서 스캔할

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 적용되고 있는 안테나는 주파수가 고정된 단 채널이다.

단 채널 안테나(무게 약5 kg)는 가심도의 한계로 상태파악과 철근 콘

크리트 라이닝 상태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림 8 - 3D 이미지

라이닝의 최적 해상도와 가심도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수 있으며, 고밀도의 선 간격으로 3차원 GPR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1 - 단 채널과 다 채널 안테나의 특징
구분
방식
고주파

단 채널

Impulse

- 1500 MHz ～ 2000 MHz

- 철근콘크리트

→ 라이닝 상태 파악 어려움

그림 9 - 주파수 별 특징

- 단면도로 시공 상태 점검

표 2 - Air-Coupled Antenna 규격

- 면적단위로 스캔

-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 최적 해상도와
가심도 확보

사양

DX1821 (Model)

DX0909 (Model)

주파수 범위

200～3000 MHz

200～3000 MHz

채널 간격
(Cross-Line)

0.075 m

0.075 m

1.575 m

분극

Linear
(in-line direction)

0.675 m

Linear
(in-line direction)

28 kg

14 kg

폭

채널 수

효율적인
스캔 폭

그림 10 - 3D GPR 판매 현황

- 200 MHz ～ 3000 MHz

- 무근콘크리트

→ 라이닝 상태 파악 가능

특징

Step Frequency

- 가심도의 한계

- 400 MHz, 900 MHz
저주파

다 채널

크기 (meters)
무게

1.8 m
21

1.815 x 0.58 x 0.21

0.9 m
9

0.915 x 0.58 x 0.21

최신 지반조사 전용 장비인 Air-Coupled Antenna는 단층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터널 상부 콘크리트 배면 탐사와 교량

상판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Air-Coupled Antenna 안테나 크기는 비

접촉식으로 터널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길이 0.915 m의 안테나를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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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태치먼트의 특징

그러나 본 어태치먼트와 일본 개발 제품은 몇 가지 점에서 차가 있었다.

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터널 적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며, 미세각도 조정과 곡률부에서의 일정 거리 자동 유지기능이 있다.

본 어태치먼트를 외국 제품 및 현재 탐사방법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
본 어태치먼트는 이동식 차량 즉, 이동식 휠 크레인 붐 끝단 부착용으

로 개발되어 작업자가 탑승해 안테나를 밀착시키지 않아도 되는 기계
장치이다. 일본에서는 안테나 고정용 어태치먼트 도로터널(접촉식)과
철도터널(비접촉식) 2종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표 3 - 한국시설안전공단 제품과 일본 제품 비교
구분

작동 원리

한국시설안전공단 제품

• 1단계 : 모터 + 감속기 방식
- 축 고정, 구동장치 회전

• 2단계 : 유압 구동식

- 웜 기어, 턴 테이블, 실린더

- 유압 실린더 신장
인장 단순기능

각도 조정

360도 좌우회전, 전후 미세
각도조정

- 유압구동식

수평·수직 360도 회전, 전후

- 회전·미세 각도 조정
불가(2D)

- 각도 조정 불가(3D)

각도 조정, 자동 위치조정
적용성

- 터널, 교량 상판(2D, 3D)

곡률부에서의 4개 모서리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불가능
하도록 개발되었다.

구분

- 철도전용(3D)

어태치먼트 적용 탐사

인력조정

미세 조정

탑승 여부

작업자 탑승

무탑승(무인)

거리측정

안테나 고정

측선구간 분할

엔코더에 의한 자동기록

플랫폼 작업자가 안테나

어태치먼트에 안테나

조사인원

5～6인(운전자 포함)

2～3인(운전자 포함)

교통 통제

장시간

단시간

조사시간

민원 발생
- 도로터널 전용(2D)

현재 탐사

각도조정

방법

• 각도 조정

- 모터방식

일본의 제품은 미세각도 조정과 안테나 폭이 큰 다채널 안테나인 경우

표 4 - 현재 탐사와 어태치먼트 적용 탐사 비교
일본 제품

- 콘크리트와의 거리 자동인식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범용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으

위험성
신기술

일본 제품 현황
적용성
도로터널

교대로 밀착

3㎞/5일

장기

가능성 높음
작업자가 플랫폼 탑승
→ 인사 사고 우려

무게 때문에 적용 한계
(인력)

부착(무인)

5～10 ㎞/hr (최적)

가능성 낮음

무인 → 인사 사고 없음
최근 개발 안테나 적용 가능
- 다양한 제작사의 크레인 붐
끝단에 고정 연결 브라켓만
제작하면 모든 크레인 붐에
적용 가능

- 다양한 제작사의 크레인 붐
- 크레인 제작사에서 작업자
탑승 허가받은 휠 크레인

철도터널

특징

으로 제한

- 2D로 해상도 낮음

- 현장 조사 비용 상승

- 교통 통제기간이 길다
- 민원 발생 우려

끝단에 고정 연결 브라켓만
제작하면 크레인 붐에 적용
가능

- 미세각도 조정 가능
- 3D로 해상도 높음
→신뢰성 향상

- 현장 조사 인원 및 시간
단축으로 비용 절감

- 교통통제시간 단축

- 민원발생 확률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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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언

• 터널 콘크리트 배면탐사는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이 설치된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촉식 안테나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비접촉식 안테나를 적용할 경우에는 천장부 및 어깨선(천장부에서 좌·
우 어깨선 까지 20°～30° 범위) 등에 전기설비와 통신 설비가 시공된

경우에도 안테나의 이격거리 이내의 경우 탐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 시 전선과 형광등 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천장부 및 어깨선 등에 대한 콘크리트

배면 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 터널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를 사용하

여 3D GPR의 터널 콘크리트 배면탐사에 적용함으로서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고도화 달성, 탐사시간 단축,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현장조사

시 교통 통제시간 단축,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보유로 국가 주요 시설
물인 터널·교량 등 토목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는 터널, 교량상판 탐사 등에도 충분

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집자 註

다채널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터널과 교량상판 탐사 결과는 다음호 시
설안전지에 상세히 게재할 예정입니다.

지역 우수 중소기업 소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지역우수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8개업체)
해피푸드 주식회사

업종 | 도시락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1 (3층)
연락처 | 055-540-0232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업종 | 영상물 상영 및 배급, 영상물 제작,
영상미디어 교육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1번길 14 (서상동)
연락처 | 055-748-7306

사단법인 함께하는 여성

㈜블루인더스

업종 | 산업안전용품 및 환경용품 제조·판매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223번지
연락처 | 051-583-4560

주식회사 태현에프앤에스

업종 | 산업안전용품 및 환경용품 제조·판매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223번지
연락처 | 051-583-4560

한울타리사람들 주식회사

업종 | 맞벌이 가정 영·유아 보육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함포구 중앙북
5길 20, 3층(중앙동3가, 마산YWCA)
연락처 | 055-245-8747

업종 | 청소,용역사업, 조사통계업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9번길
54-6 (팔용동, 지하층)
연락처 | 055-262-6543

유한회사 거창늘푸른사람들

㈜행복한나눔

업종 | 청소용역 및 방역사업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1길 17
연락처 | 055-532-1365

업종 | 보육서비스 및 정서지원서비스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5길 30,
201호 (북부동, 세종빌딩)
연락처 | 055-36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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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바리 설계시 풍하중 적용의 필요성

수평하중과 풍하중 영향도 받는 시스템 동바리
안정성 검토시 종합하중 검토해야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하중만이 아니라 수평하중과 풍하중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높아지면 풍하중의 영향이 커지므로 10m 이상의 높이에 대한 시스템 동바리 안
전성검토에서는 반드시 수직․수평하중과 함께 풍하중의 영향까지 포함하는 종합하중을 적용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물 설계는 대형화 및 복합화 되면서 층고를 높게 설계하는 추
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결과 전이 보 또는 전이 슬래브와 같은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물을 시
공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중 시스템 동바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지영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평가실 차장

표 1 - Wind Load Application Cases (2016~2017)
구분

풍하중 미적용

2016 년

779건(50%)

2017 년

587건(40%)

풍하중 적용 (평균 풍속 10m/s)

467건(30%)

735건(50%)

계

1,557건

1,469건

풍하중 적용 (건축구조기준 반영)

311건(20%)

147건(10%)

하지만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공되는 것

계단계가 아닌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공자가 전문 협력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원가절감을 위한

체가 작성한 구조계산서와 시공상세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

으로, 본 구조물이 완성된 뒤에는 해체 또는 철거되기 때문에 본 구조
불량 자재 사용,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무관심 등으로 인한 설치

기준 미 준수, 설계 오류와 같은 문제점들이 가설구조물(시스템 동바
리)의 붕괴 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 제48조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구조검토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시공 전
에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

독자가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단계에서 실시한 설계도
서의 안정성을 확인받게 돼 있다. 그런 다음 해당 공사의 시공상세도면

및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시
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현장 여건 등의 빈번한 변경을 이유로 설

업체에게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포함한 시공 용역을 발주하고, 협력업
사감독자에게 제출·승인 받은 후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공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출한 구조계산서
와 시공상세도의 일치 여부를 확인·검토하기 보다는 관계 전문가의 날
인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중
시스템 동바리의 검토 사례를 보면, 현장의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설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직하중 또
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만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토목공사에서는 시스템 동바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풍
하중을 적용하고, 건축공사시에는 거푸집에 막혀있기 때문에 풍하

중을 적용하지 않거나 평균 풍속(10m/s)만을 고려하고 있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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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스템 동바리 안전성 검토에 적용된 풍하중

이를 통해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에 조합하중에 따른 영향을 검

그러나 현재는 건설코드기준(KDS 21 10 00:2018)에 따라 ‘건축구조기

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적용사례를 보면 <표 1>과 같다.

준’ (KDS 41 10 15:2016)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서히 시스템 동바

리 설계에 풍하중을 고려하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스템 동
바리와 관련해서는 수평하중에 대한 검토1), 공사기간을 고려한 풍하

중 적용 연구 가새재에 대한 연구2), 절점의 회전강성 연구3), 공사기간
을 고려한 풍하중 적용 연구4) 등 많은 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현장

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구조로서 다양한 높이에 따라 수직
하중, 수평하중 및 풍하중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특히 건축

구조물의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하중 및 높이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풍
하중의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

1.2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시스템 동바리 설치 환경을 적용하여 <
표 2>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 수준의 최소 가새재를

배치, 평균 풍하중(10m/s)과 평균 풍하중의 2배를 가정한 값(20m/s)
의 풍하중을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와 수직하중 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시 적용하

는 풍하중이 시스템 동바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풍하중 검토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상부 구조물의 두께는 300mm, 600mm, 1000mm로 구분하고, 시스

템 동바리의 높이는 5m, 10m, 15m로 구분한다. Midas Gen을 이용하

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풍하중이 미치는 영향을 응력의 변화에 대해 모
델링하여 풍하중이 시스템 동바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그림 1
- Modeling research

토하고 관계전문가에 따라 풍하중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들
표 2 - Modeling Case
구분

상부구조물두께(T)

CASE 1

300mm, 600mm,
1000mm

CASE 2

300mm, 600mm,
1000mm

동바리 높이(H)
5m
10m
15m

적용풍하중(W)

5m
10m
15m

10m/s
20m/s

이를 통해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에 조합하중에 따른 영향을 검

토하고 관계전문가에 따라 풍하중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들
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설계 및 시공의 일반사항5)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을 따
르며,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좌굴 길이가 부재 전체 길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바리의 안전율과 재
사용 가설기자재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로 나눈 허용압축하중에

근거한 안전성 검토식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 제품이 아닌 동바리 부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값을 안전인증기준 성능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3) 동바리는 허용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
을 지지하고, 모든 부속품이 변형기준과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는 시공 중과 완성 후의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
다. 이때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은 가설기초의 침하와 동바리 자체의
변형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동바리에 설치되는 수평연결재 및 가새는 예상되는 모든 수평하중
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Jung Dae Hyun(2015). "Safety Analysis of System Shores by Considering Horizontal Loads."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master's thesis.
2) Kim Jin Hang(2010). "A Study on the Rational use od Assembly Shores in Building Construction. / 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ommerce, Industry and
Technology in Seoul.
3) Kim Kyung Yoon(2016). "Behavior of System with Various Boundary Condition between Vertical and Horizontal Members."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master's thesis.
4) Lee Sun Woo(2014). "Analysis of Wind Load Safety of System Shores Considering Construction Period."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master's thesis.
5)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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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바리 시공 중 태풍 등과 같은 강풍이 작용하여 동바리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평방향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7) 건물의 층고 및 부재의 높이가 높아 단품지지 동바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현장 여건에 적
합한 동바리를 설계하여야 한다.

8)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재 및 가새재를 반드시 설치하여 예상되는 수
평하중을 이들 부재가 지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2.2 시스템 동바리의 설계하중 및 하중 조합

시스템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에서 수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구분되며 수평하중, 풍하중 및 이들 하중의 조합

을 선정하고 동바리와 재사용 자재에 대한 안전율을 적용하여 설계가
되어야 한다.

1) 수직하중(고정하중(D), 활하중(L))은 보통 콘크리트 24KN/㎡, 거푸집
무게 최소 0.4KN/㎡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작업하중은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m 미만일 경우 최소 2.5KN/㎡
이상으로 설계하며,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m이상 1.0m 미만일
경우는 3.5KN/㎡, 1.0m 이상인 경우 5.0KN/㎡를 적용한다.

3) 수평하중(H)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수평 길이당 1.5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최상단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4) 수평하중은 동바리 설치면에 대하여 x,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5) 풍하중은 건축구조기준(KDS 14 10 15 : 2016)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

며, 100년 재현주기의 설계풍속으로 구조물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중조합은 연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이
며, <표 3>과 같다.

표 3 - Load combination and permitted stress increase factors
1
2

하중조합

D(고정하중)+Li(활하중)+M(최소수평하중)

허용응력증가계수

D+W(풍하중)

1.00

1.25

2.4 안전율

거푸집 지지를 위해 사용하는 동바리의 허용압축하중에 대한 안전율
은 지지형식에 따라 <표 4>와 같다.
표 4 - Safety factor
지지형식

지주형식
동바리

단품
동바리
조립형
동바리

일반적으로 동바리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

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혹은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3차원 구
조해석을 위한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연결조건은 <표 5>와 같다.
표 5 - Connection condition for members
연결 부재

부재의 연결조건

수직재 + 수평재 연결부

힌지 연결(수평재 단부)

수직재 + 경사재 연결부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수직재 + 수직재 연결부

연속부재

수직재 + 경사재 연결부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2.6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인증기준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
직재의 안전인증기준은 <표 6>, 수평재의 안전인증 기준은 <표 7>, 가
새재의 안전인증기준은 <표 8>과 같다.

표 6 - Safety certification criteria for vertical members(Pscr)

안전인증기준(KN)

호칭길이(mm)

1종

안전율

160이상

90이상

1,200 이상 1,500 미만

120이상

55이상

900 이상 1,200 미만

140이상

1,500 이상 1,800 미만

90이상

1,800 이상 2,100 미만

70이상

2,100 이상 2,400 미만

60이상

2,400 이상 2,700 미만

50이상

2,700 이상 3,000 미만

40이상

3,000 이상 3,300 미만

35이상

3,300 이상 3,600 미만

30이상

3

2.5

25이상

* 주 1) 1종 : 수직재바깥지름이 60.2mm이상인부재
2) 2종 : 수직재 바깥지름이 48.3mm 이상 60.2mm 미만인 부재

표 7 - Shear ＆ Bending Loads of Horizontal Members
항목

휨하중

결합부 전단 하중

강제 파이프 서포트, 강관과 같이 개개품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동바리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
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70이상
40이상
30이상
25이상
20이상
17이상
14이상
12이상
10이상

호칭길이(mm)

성능(KN)

600 이상 900 미만

8 이상

600미만

900 이상 1200 미만

1200 이상 또는 1500 미만

1500 이상 또는 1800 미만
1800 이상
-

표 8 - Shear ＆ Bending Loads of Diagonal Members
시공형태

2종

900 미만

3,600 이상

2.3 하중조합

CASE

2.5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연결조건

10 이상
6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5 이상

항목

호칭길이(mm)

성능(KN)

압축하중

1500 이상 2400 미만

12 이상

인장하중

-

15 이상

1500 미만

2400 미만

15 이상
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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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스템 동바리의 제원

일반적으로 동바리의 규격과 강종은 <표 9>와 같으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동바리 종류인 HL 605 System Support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9 - System Shores Specifications and Usage Types
부재

규격

강종

수직재

φ60.5 × 2.6t

STK 500

경사재

φ42.7 × 2.3t

STK 400

수평재

φ42.7 × 2.3t

U-Head/Jack-Base

STK 400

A725H / JB600

STK 400

2.7 대상 시스템 동바리에 적용된 풍하중

해당 CSAE에 적용된 풍하중은 기본풍속 10m/s와 20m/s로 구분하여
시스템 동바리 수직하중 및 높이에 따라 각각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시스템 동바리에 적용하는 풍하중은 <표 10>에서 <표 13>과 같으며,
가시설물의 설계 풍하중 산식은 다음과 같다.

풍속고도분포계수(Kzr)

1.192

건축물 중요도 계수(Iw)

0.60

지형계수(Kzt)

가스트 영향계수(Gf)
풍력계수(Cf)

KDS 41 10 15

1.61

KDS 41 10 15

KDS 21 50 00
KDS 21 50 00
KDS 21 50 00

1.3

지표조도

KDS 41 10 15

c

KDS 41 10 15

* Pf=0.5×1.25×12.0902×1.3×1.9 = 0.226KN/㎡

표 11 - Wind load application applied to system
구분

풍하중 강도
(kN/㎡)

수평재

0.226

수직재
가새재

받침철물

0.226
0.226
0.226

기준

10

1.9

단면직경(m) 풍하중(kN/m)

작용위치

0.061

0.014

부재면에 적용

0.043

0.010

부재면에 적용

0.043
0.049

0.010
0.011

풍속고도분포계수(Kzr)

1.192

건축물 중요도 계수(Iw)

0.63

기본풍속(m/s)
지형계수(Kzt)

가스트 영향계수(Gf)

20

KDS 41 10 15

1.61

KDS 41 10 15

KDS 21 50 00
KDS 21 50 00

1.9

풍력계수(Cf)

KDS 21 50 00

1.3

지표조도

KDS 41 10 15

c

KDS 41 10 15

* Pf=0.5×1.25×12.0902×1.3×1.9 = 0.226KN/㎡

표 13 - Wind load application applied to system
구분

풍하중 강도
(kN/㎡)

수평재

0.903

수직재

0.903

가새재

받침철물

0.903
0.903

기준

단면직경(m) 풍하중(kN/m)

작용위치

0.061

0.055

부재면에 적용

0.043

0.039

부재면에 적용

0.043
0.049

0.039
0.044

부재면에 적용
부재면에 적용

2.8 대상 시스템 동바리(CASE 1)의 하중

정으로 10m/s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적용된 시스템 동바

표 10 - Wind load application factor applied to system
기본풍속(m/s)

적용계수

중과 시스템 동바리 높이 5m, 10m, 15m를 변수로 하고, 풍하중을 고

Pf : 가시설물의 설계풍압(N/M2)
Gf : 가시설물 설계용 가스트 영향계수
Cf : 가시설물의 풍력계수
ρ : 공기밀도 (균일하게 1.25적용)
Vd : 지표면으로부터 임의높이 Z에 대한 설계 풍속(m/s)
V0 : 지역별 기본풍속(m/s)
Kzr : 풍속의 고도분포계수
Kzt : 가시설물이 위치한 지형에 의한 지형계수
Iw : 재현시간에 따른 중요도 계수

적용계수

풍하중 인자

CASE 1은 슬래브 두께 300mm, 600mm, 900mm를 적용하여 수직하

Pf = 1/2·ρ·V2d ·Cf·Gf
Vd = V0·Kzr·Kzt·Iw

풍하중 인자

표 12 - Wind load application factor applied to system

부재면에 적용
부재면에 적용

리의 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따라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을 산출하
였으며, 전 부재에 작용하는 풍하중의 크기도 산출하여 <표 14>에 적
용하였다.

표 14 - CASE 1 LOAD(DL, LL, H, W)
구분

슬래브
T=300mm
슬래브
T=600mm
슬래브
T=1000mm
평균 풍속 10 m/s
적용시 풍하중

하중

하중값

고정하중

7.60 kN/㎡

수평하중

0.152 kN/㎡

활하중

3.50 kN/㎡

활하중

고정하중
수평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2.50 kN/㎡

14.80 kN/㎡
0.296 kN/㎡
24.40 kN/㎡
5.0 kN/㎡

수평하중

0.488 kN/㎡

수평재 적용 풍하중

0.010 kN/㎡

수직재 적용 풍하중
가새재 적용 풍하중

받침철물 적용 풍하중

0.014 kN/㎡
0.010 kN/㎡
0.011 kN/㎡

2.9 대상 시스템 동바리(CASE 2)의 하중

CASE 2은 CASE 1의 조건과 같이 슬래브 두께인 수직하중과 시스템 동
바리 높이를 변수로 적용하고, 풍하중을 고정으로 20m/s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적용된 시스템 동바리의 하중은 CASE 1과 같이
슬래브 두께에 따라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을 산출하였으며, 전
부재에 작용하는 풍하중의 크기도 산출하여 <표 15>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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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 CASE 1 LOAD(DL, LL, H, W)
구분

슬래브
T=300mm
슬래브
T=600mm
슬래브
T=1000mm
평균 풍속 10 m/s
적용시 풍하중

하중

하중값

고정하중

7.60 kN/㎡

수평하중

0.152 kN/㎡

활하중

3.50 kN/㎡

활하중

고정하중

2.50 kN/㎡

14.80 kN/㎡

수평하중

0.296 kN/㎡

활하중

5.0 kN/㎡

고정하중

24.40 kN/㎡

수평하중

0.488 kN/㎡

수평재 적용 풍하중

0.039 kN/㎡

수직재 적용 풍하중
가새재 적용 풍하중

받침철물 적용 풍하중

0.055 kN/㎡
0.039 kN/㎡
0.044 kN/㎡

3. 모델링 분석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 2016)에 따라 시스템 동바
리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에 풍하중에 따른 응답을

비교 분석한 후, 각각의 하중조합을 이용하여 최대 조합 응력비를 산정
그림 2 - T600H15W10의 수평하중조합 변위
<수평X조합(D+L+Hx) = 20.94mm>

그림 3 - T600H15W10의 풍하중조합 변위
<풍X조합((D+Wx)/1.25) = 24.02mm>

하여 하중조합에 따른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3.1 변위

풍하중에 대한 변형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평하중과 풍하중을 수평
하중조합(COM1)과 풍 하중조합(COM2)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CASE 1과 CASE 2의 변위 값을 비교해보면 수평하중조합(COM1)에
의한 변위 값은 슬래브 두께에 상관없이 시스템 동바리가 높아지면

COM1의 값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풍 하중조합(COM2)
의 값 또한 슬래브 두께의 영향 보다는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높을수록
COM2의 값이 증가하며, 10m/s의 경우보다 20m/s부재의 변위가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선정된 모든 수평하중 및 풍하중에 의한 최대 변위를 분석하여 <표

16>과 <표 17>에 나타내었다. 수평하중조합(COM1)에 따른 최대 변위

는 T600H15의 경우로서 10m/s, 20m/s 일 때 같은 변위 값(20.94mm)

을 나타내며, 풍하중조합(COM2)에 따른 최대 변위 값은 T600H15의
경우로서 20m/s 일 때 X방향 44.12mm, Y방향 30.36mm로 각각 나타
났다.

<수평Y조합(D+L+Hy) = 12.86mm>

<풍Y조합((D+Wy)/1.25) = 15.5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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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 모델링 CASE 1 수평하중 및 풍하중 조합 따른 변위 변화
구분

CASE 1

풍하중

10m/s

슬래브 두께

동바리 높이

T300

10m

5m

15m
5m

수평 하중조합(COM1)

Hx(mm)
4.26
6.9

14.86
3.16

3.10
3.7

3.98

11.73

2.04

2.54

20.94

12.86

T1000

10m

7.59

6.02

16.73

7.38

5.57

2.17

15m
15m

Wy(mm)

4.12

17.47

10m

2.83

Wx(mm)

8.34

T600

5m

9.14

Hy(mm)

풍 하중조합(COM2)

15.07

2.86

24.02
7.53

18.85

그림 4
- T600H15W10의 하중에 의한 변위 그래프

그림 5 - T600H15W20의 수평하중조합 변위
<수평X조합(D+L+Hx) = 20.94mm>

그림 6 - T600H15W20의 풍하중조합 변위
<수평X조합(D+L+Hx) = 44.12mm>

<수평Y조합(D+L+Hy) = 12.86mm>

<수평Y조합(D+L+Hy) = 30.36mm>

3.09
9.72
2.01
7.80

15.58
1.89
6.28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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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 모델링 CASE 2 수평하중 및 풍하중 조합 따른 변위 변화
구분

CASE 2

풍하중

20m/s

슬래브 두께

동바리 높이

T300

10m

5m

수평 하중조합(COM1)

Hx(mm)
4.26
6.9

15m

14.86

T600

10m

9.14

T1000

10m

5m

15m
5m

15m

3.16

풍 하중조합(COM2)

Hy(mm)

Wx(mm)

3.7

15.63

2.18

3.83

3.10
8.34
5.57

6.3

33.13
1.47

Wy(mm)
4.98
9.55

18.44
2.80
9.97

2.09

12.86

44.12

30.36

7.59

6.02

11.69

10.49

2.83
16.73

2.04

15.07

3.31

34.19

2.64

33.61

그림 7
- T600H15W20의 하중에 의한 변위 그래프

3.2 부재 축력

선정된 모든 수평하중 및 풍하중에 의한 최대 변위를 분석하여 <표

하중조합(COM1)과 풍하중조합(COM2)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은 T1000H15의 경우로서 10m/s, 20m/s 일때 51.41kN로 동일하게 나

풍하중에 대한 변형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평하중과 풍하중을 수평
CASE 1과 CASE 2의 변위 값을 비교한 결과 수평하중조합(COM1)에

의한 변위 값은 시스템 동바리가 높아지거나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질

수록 (COM1)의 값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하중조합
(COM2)의 값은 슬래브 두께의 영향은 있지만 변위에 대하여 가장 크

게 작용하는 값은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높을수록 COM2 값이 증가하
여 부재의 허용 값을 넘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림 8 - T1000H15W10의 풍조합하중에 의한 수직재 축력

<수평X조합(D+L+Hx) Pmax = 51.41KN > 90.0/2.5 = 36 kN>

18>과 <표 19>에 나타내었다. 수평하중조합(COM1)에 따른 최대 축력
타난다. 풍하중조합(COM2)에 따른 최대 축력 값은 T1000H15 10m/s

일 때 X방향 45.89kN, Y방향 47.16kN로 나타났다. 20m/s 일 때는 X 방
향 59.09kN, Y방향 61.44kN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슬래브의 두께와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부재의 허용 값(36KN)의 80%

이상 나타나므로 부재의 간격, 타설 방법 등의 시공계획의 검토를 통하
여 부재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안전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풍 Y조합(D+L+Hx+Wy) Pmax = 47.16 KN > 90.0/2.5 = 36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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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 모델링 CASE 1 수평하중 및 풍하중 조합 따른 축력 변화
구분

CASE 1

풍하중

10m/s

슬래브 두께

동바리 높이

T300

10m

5m

15m
5m

T600

10m

T1000

10m

15m
5m

15m

수평 하중조합(COM1)

Hx(mm)

Hy(mm)

Wx(mm)

Wy(mm)

30.78

31.81

27.60

27.27

22.20
34.46

CASE 2

20m/s

슬래브 두께

동바리 높이

T300

10m

5m

15m
5m

T600

10m

T1000

10m

15m
5m

15m

30.86

33.73

35.07

31.72

46.75

51.41

19.56

29.85

39.23

46.75

31.16

19.32

34.56

39.23

27.58

33.81

30.42

34.56

31.59

39.45

51.41

39.61

45.89

47.16

<풍 Y조합(D+Wy) Pmax = 61.44KN > 90.0/2.5 = 36kN>

표 19 - 모델링 CASE 2 수평하중 및 풍하중 조합 따른 축력 변화
풍하중

22.20

24.44

30.42

<풍 X조합(D+Wx) Pmax = 59.09KN > 90.0/2.5 = 36kN>

27.58
34.20

23.50

그림 9 - T1000H15W20의 풍하중조합에 의한 수직재 축력

구분

풍 하중조합(COM2)

수평 하중조합(COM1)

풍 하중조합(COM2)

Hx(mm)

Hy(mm)

Wx(mm)

Wy(mm)

30.78

31.81

40.44

36.02

22.20
34.46
24.43
30.41
34.56
39.23
46.75
51.41

27.58
34.21
24.84
30.41
34.56
39.23
46.75
51.41

22.20
51.25
20.78
33.37
52.88
32.16
45.16
59.09

24.80
42.75
19.56
34.44
50.93
32.52
45.56
61.44

3.3 응력의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토

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풍하중 10m/s에서의 최대 응력비는

의 변위와 수직재 축력을 비교하여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각 풍하중의

풍하중을 20m/s으로 적용하면 T300H10W20, T300H15W20과

앞 단에서 풍하중의 수준(10m/s, 20m/s)에 따른 대상 시스템 동바리
수준에 따른 조합 응력비를 산정한 후 최대 값을 <표 20> 및 <표 21>에
나타내었으며, 두가지 풍하중의 적용에 따른 조합응력비의 비교 그래
프는 <Fig 10> ～ <Fig 12>에 나타내었다.

응력의 변화를 검토해보면 T600H5W20까지의 응력비는 풍하중

의 영향을 받지 않고 10m/s, 20m/s와 같은 값을 나타내며, 풍하중
이 증가할수록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하중과 높이에 따라서 응력비

T1000H15W10의 경우로서 응력비가 84.3%를 나타냈다.

T600H15W20, T1000H15W20에서는 시스템 동바리 설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별 평균 풍속보다 적은 20m/s의 풍하
중을 적용한 경우에도 시스템 동바리의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실
제 시스템 동바리 설계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안전성 검토가 적정
하지 못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2016), 건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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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준(KDS 41 10 15:2016)을 적용하여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

다는 것이며, 결과에 따라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간격 또는 수평연결
그림 10 - T300H10W10과 T300H10W20의 응력비
<Max Ratio : 0.518 < 1.0 ... O.K>

그림 11 - T600H15W10과 T600H15W20의 응력비
<Max Ratio : 0.621 < 1.0 ... O.K>

그림 12 - T1000H15W10과 T1000H15W20의 응력비
<Max Ratio : 0.843 < 1.0 ... O.K>

재, 수평지지대의 조건들을 제시하여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 동바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Max Ratio : 1.144 > 1.0 ... N.G>

<Max Ratio : 1.37 > 1.0 ... N.G>

<Max Ratio : 1.51 > 1.0 ...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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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 2018) 및 건
축구조기준(KDS 41 10 15 : 2016)의 지침에 따라 시스템 동바리의 안
전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동바리 수직하중, 높이 및 안

[참고 문헌]

1) Jung Dae Hyun(2015). "Safety Analysis of System Shores by
Considering Horizontal Loads."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master's thesis.

전성 검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평균풍속 10m/s와 지역 풍속 중 평균

2) Kim Jin Hang(2010). "A Study on the Rational use od Assembly

을 검토하였다. 특히 관계전문가마다 풍하중 적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Graduate School of commerce, Industry and Technology in

풍속인 20m/s 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시스템 동바리에 미치는 적정성
하고 누락하여 수직하중과 수평하중만 적용하는 문제점에 대해 적정
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하중만이 아니라 수평하중과 풍하중의 영향
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

가 높아지면 풍하중의 영향이 커지므로 10m 이상의 높이에 대한
시스템 동바리 안전성검토에서는 반드시 수직․수평하중과 함께 풍
하중의 영향까지 포함하는 조합하중을 적용하여 검토해야 한다.

Shores in Building Construction. / A master's thesis the
Seoul.

3) Kim Kyung Yoon(2016). "Behavior of System with Various
Boundary Condition between Vertical and Horizontal
Members."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master's thesis.

4) Lee Sun Woo(2014). "Analysis of Wind Load Safety of System
Shores Considering Construction Period."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master's thesis.

2) 현장에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새를 시공하지 않는 사례

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sign Criteria

치를 적용해 풍하중의 영향을 검토하여도 시공성과 경제성을 충분

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uilding

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최소의 가새 배
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3) 지역풍속을 고려한 시스템 동바리의 설계에서 결과가 N.G로 나오

면 수평연결재나 수평지지, 수직재의 간격 조정 및 수직하중의 분
할 타설 등을 통하여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계전문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시스템 동

바리의 안전성 검토가 아닌,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 2016)에 따른 하중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시공에서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관계 전문가를 통한 실효성 있
는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2년 동안 제출된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사례를 바탕

으로 시스템 동바리를 모델링하여 적용된 풍하중에 대한 적정성을 검
토한 것으로, MIDAS-GEN을 이용한 모델링 결과만을 갖고 안전성 확
보를 단정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위해서는 실험 모델을 만들어 계측기를 설치함으로써 실제 풍

하중이 시스템 동바리에 작용하는 영향성을 연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for Formwork and Shores(KDS 21 50 00 : 2016)."
Structure Standards(KDS 41 10 15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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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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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위험요소 사전 발굴해 제공하는 등
DfS 활성화 유도책 필요
DfS는 시행 초기이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 제

도 이행을 독려하면서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여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DfS를 유도해
야 한다. 이와 더불어 DfS 이행에 따라 도출된 위험요소가 건설현장에 직접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

러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급히 보완하여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
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1. 서론

이경택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평가실 직원

1.1 제도 도입 배경

1.2 연구 목적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

(‘18. 9),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가설 흙막이 붕괴사고(’18.8), 울산산

정부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4.7)하였다.

당시 방안에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
단계 중심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발주자와 설계자에게도

안전관리의 책임 및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설계·시공·준공 등 건설사업
全 단계를 아우르는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이러한 체계 전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개정
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안
전관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

리 절차, 역할 및 업무범위를 정비하는 등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
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체계화하였다.

또한,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의무화
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이하 ‘DfS’) 제도
를 새롭게 도입(’16.5)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공동주택 공사현장 흙막이 붕괴사고
업단지 보강압성토 옹벽 사면 붕괴사고(18.5),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외벽 작업발판(swc) 추락사고(18.3) 등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하고 있
다.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도
입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개선하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

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DfS 제도의 경우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까
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DfS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시설안전
공단(이하 ‘공단’)에서 수행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이하 ‘DfS보고서’)

의 검토 현황을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개선 및 활성
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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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안전성 검토(DfS) 제도

단계별․참여자별 업무 내용 및 절차는 <그림 1>(3 페이지)과 같다.

2.1 제도 도입 이력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안전성 검토는 발주자로부터 시작

를 발굴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저감하여 안전

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DfS란 발주자가 안전관리의 중심이 되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
한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 여러 건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제도 시행 이후 건
설재해가 상당 부분감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DfS 제도가 도입된 이력을 살펴보면 시공자 중심 안전관

리의 한계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

로파일 개발 연구(2014)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
계 개선방안(설계자의 시공 안전성 검토 의무화)을 마련하면서 본격적
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1)

(설계의 안정성 검토)가 신설(2016)되면서 2017년부터 설계자가 작성
한 DfS 보고서의 검토가 본격화 되었다.

2.2 설계 안전성 검토(DfS) 절차

DfS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
획 수립대상2) 중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며, 세부적인 제도 이행

절차 및 방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설계안전성 검

토 업무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된다. 발주자는 설계발주 前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안전관리문서 검토, 공단에서 운영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

cosmis.or.kr)을 통해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등을 통

해 발굴하고, 설계 발주시 발굴한 위험요소를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후 설계자는 설계조건에 명시된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설계자가 추
가로 발굴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이 반영되도록 설계업무를 수행하
고, 설계과정에서 위험요소를 발굴․제거․저감한 일련의 과정과 증빙자

료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실시설계의 80% 단계(또는 발주자와의 협의)
에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설계자가 제출한 DfS 보고서를 기술자문위원회나 공단에 검

토 의뢰하고,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에게 제출

하고, 착공 전에 시공자에게 전달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도
록 하여야 한다.

DfS 보고서의 검토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 설계안전검토 절차

1)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및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③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⑥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⑦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검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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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별․참여자별 업무 내용 및 절차
구분

사업계획

설계발주

발주자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확인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안전관리문서 반영 확인 및
이행 확인, 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실행 확인

안전관리문서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등), 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이행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발굴
(Hazard profile, 건설사고
자료 등)
설계조건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검토 팀 구성, 설계 조건
검토·확인,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확인
위험요소 자료 수집
(발주자, 공단, 자체)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시기와 일정 협의

설계시행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시기 결정,
단계별 일정 수립
설계도서 분석,
유사 재해 사례 분석

워크 숍 참여

워크 숍, 방향설정, 참여자 교육

평가 기준 및 허용수준 협의

발생빈도, 심각성,
허용수준 기준 설정

위험요소 인식·기록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여부 결정
저감대책 확인·검토
설계도서 확인

저감대책 설계도서 반영

안전관리문서 확인

잔존 위험요소 안전관리 문서 기록

최종 보고서 승인
국토교통부 제출, 보관

보완·변경(또는 재심)
최종 보고서 제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심의(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

공사발주
공사시행

저감대책 검토·수립,
저감대책 반영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기록,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제출

안전관리 문서 및 이행결과 확인,
문서 보관

2.3 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

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을 마련․배포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업무

자로부터 DfS보고서의 검토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

DfS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2017년 5월 「설계 안

와 DfS 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단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 및 DfS
보고서 작성 예시 등을 제공하여 발주자 및 설계자가 DfS 업무를 수행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를 통해 제도 및 DfS 보고서의 작성 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발주

성된 합동검토회의를 실시하여 DfS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

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연말에는 그 동안의 검토결과를 토대
로 ‘설계안전성검토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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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fS 보고서 검토 현황

3.3 DfS 보고서 검토 결과

공단은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17.4)의 DfS 보고서 검토를 시작으

지로 판정(적정3), 조건부 적정4), 부적정5))하며, <표 1>의 6가지 항목에

3.1 공단 검토 현황

DfS 보고서의 검토결과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3가

로 2018년 9월까지 총 141건(토목분야 52건, 건축분야 89건)의 보고서

대해 검토하였다.

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국방시설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

고서중 적정 1건, 조건부적정 50건, 부적정 1건으로, 건축 분야는 89건

있다.

험요소 도출, 사고유형 분석, 저감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설계안

를 검토하였다. 공단에 DfS 보고서 검토를 의뢰한 발주청은 서울특별
항공사 등 다양하며 검토 대상 현장 또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3.2 위험요소 도출 수량 및 공종

DfS 보고서 1건당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도출건수는 토목분야가 평균

14.2개, 건축분야는 13.3개이다. 위험요소 도출 방법별로는 <그림 3>
과 같이 건설안전 정보시스템의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을
참고하여 도출한 경우가 116건(82%), 유사공종에 대한 재해 사례를

활용한 경우가 108건(77%),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가 91건(65%) 순으
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그림 4>와 같이 건설기계 72%(102건), 굴착공사 70%(98
건), 콘크리트공사 68%(96건), 가설공사 64%(90건) 등의 순으로 위험
요소가 도출되었다.

그림 3 - 위험요소 도출방법 현황

전체 141건에 대한 검토 결과(최초 검토 기준), 토목 분야는 52건의 보

의 보고서 모두가 조건부 적정으로 검토되었다. 항목별 검토 결과는 위
전성 평가 항목과 잔여 위험요소 항목에서 각각 140건과 128건의 보
고서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1 - DfS 보고서 검토 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 대상사업 개요 작성 및 위험요인을 제거·저감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③ 설계안전성 평가

• 위험성 허용수준 협의 및 위험요소 도출 여부
• 저감대책 수립 및 대안평가 실시 여부 등

②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④ 위험성평가표 요약
⑤ 잔여 위험요소
⑥ 기타(결론 등)

• 안전관리 수준 및 건설재해 목표 설정 여부
• 일정 및 조직도 작성, 관계자 교육 실시 여부 등
• 선정된 저감대책을 적용한 위험요소의 위험성
재 평가 실시 및 작성 여부
• 저감대책 수립 후 잔존하는 잠재적 위험요소
도출 여부
• 잔여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 반영 여부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행 결과 요약 여부
• 위험요소 저감대책 상세도면 작성 첨부 여부 등

4.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제도 운영상 문제점

DfS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번

째로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이 일부 공종에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위험요소 발굴 및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제도의 중요성이 결여되어 DfS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DfS 보고서를 작
그림 4 - 위험요소 도출공종 현황

성하지 않거나 위험요소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보고
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세번째로 DfS 보고서 작성 사례

집 등 참고자료가 없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검토결과에 따
른 발주청 등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채 최종 성과물을 작
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번째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대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보고서 작성

비용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설계
자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급
히 적정 대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위험요소의 평가와 저감대책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4)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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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도 개선 방안

5. 결론

3.2절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험요소 도출시 발주청 및 설계자는 건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하였으며(‘18.1), 건설 분야에 대해

가. 위험요소 프로파일 보완

안전정보시스템의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위험요소 발굴을 용이하게 하고 보고서 작성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DfS보고서 및 건설사고 사례의 분석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추가 발굴하고, 공사별․공종별로 체계화된 위험요소 프로
파일을 상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
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보다 다양하게

발굴하여 설계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설계자대로 설계과

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의 도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설계안전검토 제도 홍보

제도 시행 이후 DfS 검토대상은 682건(1․2종 건설공사중 공공 발주공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을 목표로 하는

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시공자만의 업무
가 아닌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의 업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DfS는 시행 초기이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이행 독려와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발주자 및 설계자에게

상시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DfS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DfS 이
행에 따라 도출된 위험요소가 건설현장에 직접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급히 보완하여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참여자들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자세로 각
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이상으로 추정되나, 같은 기간 내에 시행된 건수(최종 제출보고서

[참고문헌]

점을 감안할 때 DfS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신주열, 이동훈, 박구병, 오종식, 이소림(2017), 설계의 안전성(DfS)

72건, 공단 시행 141건)는 추정 검토대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Df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제도 미
이행시의 행정조치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 설계안전성검토 사례집 배포

DfS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중 발주청이 발주하

는 건설공사이다. 그러나 DfS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

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DfS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DfS를 실시하고도 이를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발주청 및 설계자가 관련 법령의 이해 부족과 더불어 DfS 보고서
작성 시 참고자료가 부족하여 검토 공종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정

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분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제도의 홍보 및 교육과 함께 DfS 보고서 사례집 등과 같은

참고자료를 배포하여 공종별로 다양한 위험요소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설계안전성검토 대가 기준 마련

제도 활성화를 통해 건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건설안전에 대한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DfS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설계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1) 국토교통부(2017),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검토 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3) 신주열(2017), 설계안전성 검토(DfS) 발전방안, 한국암반공학회
4) 고용노동부(2018),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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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첨단 진단장비 활용의 현주소

신기술·신제품 개발 활성화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절실하다
시설물 노후화, SOC 재정투자 감소, 4차 산업혁명 및 정부정책 등에 따라 첨단 진단장비의 활용이 갈수록 활

성화 되는 추세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와 관련한 제도,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장비 현황, 유관기관의 성능평가제도 등을 통해 첨단 진단장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진단해본다.

남우석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연구기획그룹 직원

1. 서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1, 2종 시설물 중에서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은 ‘17년

그림 1 - 연구개발비 증가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6)

10.3%에서 10년 후에는 21.4%, 20년 후에는 44.4%로 시설물의 고령
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
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SOC 분야 재정투입은 2020년까지 평균 6%대
(’16년 23.7조원, ‘20년 18.5조원)로 감소할 전망이어서 예산이 크게 부

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단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노후시설

물 증가에 따른 진단장비 및 기술의 최첨단, 스마트화가 중시되고 되고
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33번째 과제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
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구축’이다.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

이처럼 4차 산업혁명 및 첨단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신설했다.

획(2018~2022)에 관련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유지관리 기본계획 비

보, ICT 역기능에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하면서 ‘17년 8월 대통령 직속
또한 2011년(498,904억원)부터 2016년(694,055억원)까지 과학기술

R&D 투자액은 1.39배 증가하였고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 ▲센

서산업 발전전략 ▲비파괴 검사기술 진흥계획 등 정부정책에 따라 진

단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활용할 스마트 계측기술, 비파괴 장비 등도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

전은 미래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 기반 구

축’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6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첨단기술
검증과 관련해서는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및 성능검증 체계 구축’을 세
부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02
표 1 - 추진전략2 및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2

2-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2-2 시설물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활용한 시설물 안전 및 2-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2-4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및 성능검증 체계 구축
유지관리 고도화

현행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안전점검 등 측정항목에 따라 보유하는 장
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된 내용은 안전점검 장비의 기본
적인 항목만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장비의 성능은 전적으로 제
조사의 기술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1 시설물안전법 장비관련 제도 현황
- 시행령 제17조 4호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포함사항

- 시행령 제23조 1항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제8조 3항 7호에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및
소요성능

기존에 활용되는 진단장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및 국가 R&D, 정

시설물안전법 제21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예상된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첨단장비를 안전점검 등에 활용할 경우

법·절차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

부정책에 의한 무인이동체, 스마트센서, 비파괴 장비의 활용 증가 등이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단장비의 성
능 및 검증 방안이 필요하다.

2. 안전점검 등에 활용되는 장비 현황 및 성능평가 제도 조사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에 앞서 현재의 시설물안

전법의 진단장비 관련 제도, 안전점검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장비 현
황, 유관기관 성능평가 제도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였다.

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7조 제4호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에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을
<표2>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23조 1항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등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에서 장비와 관련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를 <표3>과 같이 규정하였다.

표 2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7조 4호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표 3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 1항 별표 11
구분
자본금

기술
인력

장비

가. 다음의 기술인력(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이 50퍼센트 이상 포함
되어야 함)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자
2)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토목·건축분야 중급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6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토목

건축

종합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 분야
1억

4억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8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1억

1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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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의 제8

조 안전점검 등 일반에서 3항 7호에서는 <표4>와 같이 ｢국가표준기본

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검·교정 대상이 아닌 경우는 그 소요 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4 - 지침 제8조 3항 7호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 책임기술자는 영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⑦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및 ｢계량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2 안전점검등에 활용되는 진단장비 현황

2.3 유관기관 성능평가 관련 제도 조사
- 국내 성능인증제도 174개 운영중(법정제도 70개,
법정임의제도 104개)

- 174개 중 성능평가 제도 16개 조사(측량기기성능검사 등)
현재 국내 성능인증제도는 174개(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2018.10 기준)이며 법정제도 70개와 법정임의제도 104개로 구성돼 있
다. 국토교통부가 모두 31개로 가장 많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며, 해양수산부 24개, 산업통상자원부 23개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총
174개 인증제도 중 성능평가 관련은 16개 인증제도로 조사되었다.

성능 인증제도를 보면 측량기기성능검사,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내화

구조 인증, 탱크안전성능검사 등 장비에 대한 성능평가를 운영하고 있
으며 각 제도에 따른 성능평가 방법, 평가기관 등이 고시되어 있다.

- 강재비파괴시험장비 외 21종 23,397EA 안전점검 등에 활용 중

- 안전성평가 9,856EA(42.1%), 내구성평가 7,707EA(32.9%) 점유
-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장비는
9,542EA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균열폭측정기 외 20종에 대하여 23,397EA(시설

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2018. 4 기준, 기타장비로 등록 되어있는 장비

제외)가 안전점검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내구성평가 32.9%, 안전성

평가 42.1%, 환경평가 23.5%, 설비평가 1.5%로 내구성평가, 안전성
평가 진단기술 75%(17,563EA) 점유하고 있다. 안전점검 활용되는 장

비 중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

률｣에 해당되는 장비는 9,542EA개로 분석되었으며 환경평가 장비가
47.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 - 분류별 진단장비 현황

그림 3 - 국가표준기본법 등 해당되는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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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성능평가 제도 현황
순번

제도명

부처

분야

분류 유형

1

측량기기성능검사

국토교통부

품질

법정의무

2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국토교통부

품질

법정의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내화구조 인정

국토교통부

안전

법정의무

건축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철도용품 형식 승인·제작자승인

5

감항증명

4
6

탱크안전성능검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품질

안전

법정의무
법정의무

소방용기계, 기구 성능인증

8

방염성능검사

행정안전부

안전

법정의무

10

광업시설성능(완성)검사
의료기기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

법정의무

12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품질

법정임의

해양수산부

품질

법정의무

해양경찰청

환경

환경부

품질

11

13
14
15

기상측기의 검정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정도검사/검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 승인
환경측정기기 형식 승인/
정도 검사

기상청

품질

법정의무

7

9

소방청

품질

품질
안전

법정임의

법정의무
법정의무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평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항공법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광산안전법
의료기기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상청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외 13개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험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공단

법정임의

해양환경관리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법정의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외 8개 기관

3. 4차산업 기술 등 성능검증 방안

술의 내구성의 정도(내구성), 국·내외 적용사례의 정도(적용사례), 기술

첨단진단장비 성능 검증을 위해 10 가지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그 지

해성(친환경성), 국·내외 검·인증 기록(인증성), 장비활용의 어려운 정

3.1 4차산업 기술 등 성능 검증 지표 선정

표와 내용은 <표 6>과 같다. 유사기술 장비의 유무(신규성), 기존대비

기술적 성능(기술성능), 현장에서 장비 사용의 어려움(현장 적용성), 기

의 인체 유해 정도(인체유해성), 가격 경쟁력(경제성), 환경적 측면 유
도(난이성) 등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표 6 - 현장성능 적정성 평가 지표
1

2

평가지표

신규성

기술성능

3

현장 적용성

5

적용사례

4

내구성

6

인체유해성

8

친환경성

10

난이성

7
9

경제성
인증성

내용

국내 업계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기술(장비)이 사용하고 있는가?
기존 기술대비 어느 정도 기술적 성능이 개선되었는가?

현장에서 기술(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가?
기술(장비)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국내·외에서 적용사례는 어느 정도 되는가?

사용자에게 인체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기존 기술(장비)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환경적 측면에서 유해성이 있는가?
국내외 검·인정 내역이 있는가?

기술(장비)활용에 어려움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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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분석

(13%)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업계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

의 값이 0.1보다 크면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5점 척도

는지 등의 평가지표가 성능 검증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대중요도를 파악하고자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일관성 비율(C.R)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10건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은 0.1보다 크지 않아 10건의 설문조사가 모두 일관성 있다고 판
단하였다.

AHP분석 결과 기술성능성(15%), 현장 적용성(14%), 인체유해성
표 7 - 설문자별 AHP 분석 결과
지표

설문1

설문2

설문3

기술성능성

7.2%

10.5%

17.1%

6.3%

6.7%

11.5%

신규성

현장적용성
내구성

적용사례

3.7%
6.4%
9.4%

7.1%

13.6%
9.1%

인체유해성

22.0%

22.6%

친환경성

19.4%

15.5%

난이성

7.9%

4.2%

경제성
인증성

9.6%
8.2%

반대로 신규성(6%)이 가장 낮은 수치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첨단진

단장비 기술은 신규성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AHP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설문4

설문5

설문6

설문7

설문8

설문9

설문10

20.0%

8.5%

14.4%

20.7%

12.4%

15.7%

19.3%

12.4%

14.4%

8.7%

8.5%

8.5%

13.3%

14.3%

21.6%

16.5%

12.8%

6.4%

4.8%

6.4%
8.6%

5.1%

기술성능성

0.15

19.4%

3.6%

12.6%

4.7%

7.7%

12.7%

4.4%

가중치

3.6%
9.0%

9.1%

적용인자

6.7%

9.5%

11.7%

5.1%

신규성

판단된다.

4.4%

5.5%

표 8 - AHP분석 결과

한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

적용사례
친환경성

0.8

현장 적용성(0.13)

5
6
7
8
9

10

내구성(0.10)

적용사례(0.08)

인체유해성(0.13)
경제성(0.10)

친환경성(0.08)
인증성(0.09)
난이성(0.08)

6.4%

7.2%
7.8%

5.2%
6.8%

4.3%
6.1%

4.6%

18.9%
23.5%

24.0%

5.0%

12.0%

13.3%

10.0%

5.0%

6.1%
4.6%

3.6%
8.1%

0.8

표 9 - 진단장비 성능 검증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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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6%

12.3%

5.0%

0.9

난이성

3

15.4%

13.2%

5.9%

19.3%

0.10

인증성

기술성능성(0.15)

6.2%

7.6%

7.5%

9.6%

8.1%

0.8

0.13

경제성

2

4.4%

8.1%

3.6%

0.10

인체유해성

신규성(0.06)

11.8%

15.4%

6.1%

0.14

내구성

1

12.4%

4.6%

0.06

현장적용성

평가지표(가중치)

6.2%

2

◀ 낮음

배점
4

6

8

높음 ▶

10

최종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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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언

시설물의 노후화, SOC 재정투자 감소, 4차 산업혁명 및 정부정책 등으

로 인해 무인체, 센서, 비파괴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 진단장비
의 활용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사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중요시되

고 있는 장비와 관련한 시설물안전법 등 제도 현황, 안전 및 진단업계에
서 활용되는 장비현황, 유관기관 성능평가제도 등의 환경조사를 하였

다. 아울러 진단 및 유지관리 업계의 첨단기술 등 진단장비 성능 검증을
위한 지표 선정 및 AHP 분석을 통해 지표가중치도 선정해 보았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장비개발 및 발전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진단업

계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진단장비와 관련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01

사례연구

GNSS 측량장비 및
3D GPR 탐사장비를 활용한
상수도관 취약구간 발굴사례

01

사례연구

GNSS 측량장비 및 3D GPR 탐사장비를 활용한 상수도관 취약구간 발굴사례

매설관로 현황 파악에
광파기 등 기존 장비보다 훨씬 효율적
GNSS 측량장비 및 3D GPR 탐사장비를 상수도관 취약구간에 적용한 결과, GNSS 측량장비로 하천 매설관
로의 매설깊이를 파악하는 것이 신뢰성 및 효율성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D GPR 탐사장비는
매설 2m 이하 불탐사 구간에서 비교적 신뢰성 있는 탐사결과가 확인되었다.

황정태 · 한국시설안전공단 수리시설실 차장

1. 서론

상수도시설은 기원전(BC) 300년 로마 아피아 가도, 7～10세기경 신라

그림 1 - 우리나라와 해외 상수도 통계비교

경주 토기 수도관 등의 유적에서 보듯이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885년에 부산 보수천에서 대나무 관로가 시공됐고, 1908
년 뚝도정수장이 현대식 수돗물 보급의 효시가 됐다.
사진 1 - 뚝도 수원지 모습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은 규모와 용도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전용수도 등으로 구분된다. 또 기능 및 용수공급에 따라
용수전용 댐(Dam),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로, 수로터널 등
으로 나뉜다.

상수도 시설물은 통상적으로 건설 후 사용 시작 초기에는 부실 시공, 불량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 상수도 시설과 광범위한 용수 공급망을 갖추

고 있다. 하루 정수 생산량이 약 3000만㎥, 관로 총연장 약 19만㎞, 상
수도 보급률 98.5%(인구대비), 급수인구 약 5천 1백만명 이다.

재질, 지반 안정화 진행 등으로 인해 취약 부위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다
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고발생 빈도가 점차 줄어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
같은 안정기는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사
고 빈도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사고율 곡선·Bathtub Curve)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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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시설물 사고율 곡선(Bathtub Curve)

특히 관로시설은 지역별로 수백㎞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부분 지
중에 매설돼 있다. 이 때문에 관로 매설환경조사, 부식환경조사, 관 상

세검사, 밸브실 상세조사 등 첨단기술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조사가 요
구되는 시설이다.

본 기고에는 안전관리의식 고취 및 기술전파 차원으로, 한국시설안전
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시 위성GPS 측량장비 및 3D GPR 탐

사장비를 활용하여 상수도관 취약구간을 발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2016년 상수도통계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관의 평균 사용 연수는 20년

한다.

이상이다. 따라서 노후화에 의한 사고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만큼

2. GNSS 측량장비를 활용한 하천 매설관로 취약구간 발굴사례

보인다.

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 하상이나 고수부지를 따라 매설된 구간이 존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해
근래 들어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싱크홀 등 지반침하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관로시설에 대한 정밀한 조사
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사진 2 - 상수도관 누수 및 싱크홀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종 및 2종 상
수도는 관로시설, 수로터널, 토목구조물(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건

축구조물, 기계 및 전기설비, 용수 전용 댐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설물
이다.

그림 3 - 1종 및 2종 대상시설물 범위

도심지를 통과하는 관로는 건설시 예상되는 민원발생과 시공성 및 경
재하며, 수용가까지 도달하면서 다수의 하천을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하상은 하천흐름에 의해 세굴에 취약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 매설된 관

로나 관 보호공이 노출될 경우 수류의 힘에 의해 관로의 안전성에 영향
을 줄 우려가 있다.

사진 3 - 하천 매설관로 부상 사례

하지만 하상에 매설된 관로는 사고의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쉽지 않다.
따라서 관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세굴상태, 관체 및 관 보

호공의 노출상태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부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 - 하천매설관로 검토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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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매설된 관로는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관 노출 및 부력에 대한 적

를 측량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프리즘을 이동

용하여 하천의 관로노선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제 매설된 관이 아닌

실제 관 상단이 아닌 다른 위치를 측정할 수 있어 측량결과의 정확도가

절한 매설깊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관로 탐지기를 활
곳을 측량할 우려도 있으며, 대부분 광파기 측량장비를 사용하기 때문
에 조사자의 숙련도 및 관로노선 파악 여부에 따라 측량결과의 신뢰성
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정확한 관로 상의 매설깊이를 측

량할 수 있는 GNSS 측량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GNSS란
위성측위시스템을 통칭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약자
로, 미국의 GPS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 광파기 및 트랜싯을 활용하여 관로의 매설깊이를 측정할 경우 정

확한 표고를 측정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천주변
에 설치된 밸브실(맨홀) 내 노출관을 기준점으로 정하고, 하천의 종·횡
단부 표고와 관상단고를 비교하여 매설깊이를 측정한다.

따라서 하천 인근에 밸브실이 필요하며, 이것이 없는 경우 상당한 거리

시키는 조사자가 관로의 노선과 매설위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의 위치정보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다면, GNSS 측량으로 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GNSS 측량은 관로의 위성좌표들을 기본 맵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는 조사자의 위치와 관로 노선이 동시에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따라
서 조사자는 표시된 관로 노선을 따라 간편하게 표고를 측정할 수 있어

레벨측량에서의 전시(FS), 후시(BS)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측량을 통한 좌표에서의 표고와 기존 위치정보시스템에 표기된 관상
단고 높이를 비교하여 관로의 매설깊이를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다.

본 기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천취약구간은 지방하천에 종단방향으로

매설된 관로구간으로 관체 노출이 추정되는 측량결과를 획득하게 되
었으며, 수중카메라를 이용하여 해당 지점을 촬영한 결과 관체가 노출
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 4 · 표 1 - GPS측량기기 및 하천측량 현장조사
장비명

Trimble R8s

그림 5 - 위성GPS(위) 측량을 통한 하천매설관로 지반고 자료

오차(RMS)
수평

수직

8㎜+1ppm

15㎜+1ppm

종류

1급 측량기

(2주파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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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 하천 매설관로 관체 노출현황

노출된 원인으로는 시공 당시 고수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관로가 하천
유황 변동(우안으로 유로 형성)에 의해 하상으로 매설현황이 변화하였

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하천 상 개발공사 시 설치한 가물막이 아래 임

시배수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속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 노출이 발생한 구간은 유로가 변한 하상에서 조사되었다.

그림 6 - 유로변경으로 인한 세굴구간 관체 노출

해당 구간은 평균 매설깊이가 낮아 관 부상방지를 위한 최소토피고에

독 중량과 접촉면의 마찰력에 의해 하상고를 유지하는 사설포설공이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굴심화에 대응하여 충분한 매설깊이를 유

하지만 사설포설공은 하천 유황변화에 따라 사석이 유동하므로, 이를

미달되며 관 부상의 우려가 있어 단기 내 평형하상고 이내로 하상 보조
지하게끔 관로를 이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항구적인 방안이나, 용

수공급 등 운영상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보완적인 관 보호시설로서 단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완하기 위해 고강도 섬유로 구성된 망 구조의 돌쌈지공이 가장 합리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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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하상 보호공(돌쌈지공) 형태

해당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하상 경사는
최고 1/300이고, 유속은 하도분류별 수리특성표에 따라 3.0m/s 이상

이다. 돌쌈지공의 허용유속은 2개 이상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4.5 ~

5.0m/s이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관 상단으로부터 0.5m 이상의 두께로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8 - 하상(위) 및 하안(아래) 보호공(돌쌈지공) 설치 단면도

3. GPR 탐사장비를 활용한 불탐관로 적용사례

지하에는 상수도관 뿐만 아니라 가스관, 송유관, 전력설비 등 지중 매

설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자유도 방식탐사 장비를 이용
하여 지중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전자유도 방식 탐사는 매설관로에 전기가 흐르면 도체 주변에 전자기

장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전류가 흐르는 관로에 형성된 동

심원의 전자기장을 수신기로 증폭시켜 음향이 수신기에 나타나도록
탐사하는 원리이다. 다만, 다른 매설관로와의 인접 및 교차, 콘크리트

보호공 등 차폐된 관로, 송전탑 등 전자기장을 간섭하는 요인에 따라
정확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 불탐구간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 9 - 전자유도 방식 탐사(직접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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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 매설관로의 전자기장 탐지

사진 7 - 송신기 접지 상태

GPR(Ground Penetrating Radar)은 전자기파의 전파와 반사파 성질

차량 견인형 멀티채널 GPR 안테나를 이용한 도로지반조사는 교통차

가 MHz ~ GHz 대역인 고주파수 전자파를 지표면이나 구조물 표면으

여 교통차단 없이 약 25km/h 속도로 주행하면서 조사하였다. 불탐구

을 이용하여 지하의 매질상태를 규명하는 최신 탐사기술이다. 주파수
로부터 입사한 후, 연속적으로 매질 경계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반

사파의 진폭과 전자파 시간을 수신안테나로 수신·기록하고, 기록된 반
사파형을 처리·분석하여 매질 내부 상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영상
화하는 원리이다.

단 없이도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안테나를 차량 후반에 설치하

간 조사에 사용된 장비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3D Radar사(미국)의
Geoscope MK Ⅳ system이며 구성 및 제원은 아래와 같다.
표 2 - 도로지반조사 차량 및 장비 구성

이 기술은 정밀 지반조사, 지하매설물 탐지, 토묵구조물의 비파괴검사

구분

된 도로지반조사의 멀티채널 GPR 탐사 모식도 및 탐사 절차는 아래와

본체

등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 불탐관로에 적용
같다.

그림 10 - GPR 탐사 모식도

장비

Geoscope
MK Ⅳ system

안테나
DXG1820

그림 11 - GPR 탐사 절차(3D-Radar)

규격

· Step-Frequency Radar(SFCW)
· 30 - 3030MHz(3GHz 주파수대역)
· 25-250ns Time Window
· Distance, Time, External trigger modes
· 12-36VDC (100W)

· 광역주파수대역 안테나(0.2~3GHz)
· 20채널(75mm 간격)
· 1.5m 조사 유효폭
· Ground-coupled 안테나
· Single Transmitter / Dual Receiver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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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탐사결과 지하매설물 탐사는 공동구, 지반침하 등의 탐사보다 비

점에 관로로 추정되는 파형이 탐지되었다. GIS도면 상, 해당 지점의 관

사에 제한이 있다. 또한 차량이 견인해서 스캔하는 탐사방식으로 매설

밸브실로 지면에서부터 약 0.2m에 철제 맨홀뚜껑과 약 1.6～1.7m 지

상단고는 EL. 25.7m, 지반고는 EL. 27.0m로 매설깊이가 약 1.35m이
나, 밸브실 상부에 자전거도로가 시공되어 약 0.2m 증고되었으므로

교적 쉬우나, 매설깊이가 약 2.0m 이상이거나 재질 및 크기에 따라 탐
환경이 도로, 나대지 등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탐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고찰

몰밸브실 및 불탐구간의 뚜렷한 파형은 탐사되지 않았으며, GIS 도면

GPR탐사장비를 활용하여 상수도관 취약구간에 적용한 결과, GNSS

Ⓑ지점은 자동차도로에 매설된 관로 및 매몰밸브실로 해당 구간의 매

상 해당구간의 매설깊이는 약 2.0m 이상으로 지반특성 및 매설물 확
인은 한계가 따른다. 해당관로를 횡단하는 굴착흔적과 구조물이 탐사
되었으나, 이는 타시설 분기관 매설 당시에 발생한 굴착공사 흔적이 탐
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2 - Ⓐ지점 관로 및 매몰밸브실 탐사 결과

공단에서 상수도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시 GNSS측량장비 및 3D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하천 매설관로의 매설깊이를 파악하는 것이 기
존의 광파기 및 트랜싯 측량장비를 활용하는 것보다 신뢰성 및 효율성
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GPR 탐사장비를 활용한 불탐관로에 대한 조사는 매설깊이가 2m 이하

불탐구간에서는 비교적 신뢰성 있는 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매설깊이가 2m를 넘는 경우 등 매설환경에 따른 탐사상의 제한이 있
기 때문에 해당 장비를 이용할 때는 제약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탐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림 13 - Ⓑ지점 관로 및 매몰밸브실 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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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진 시 국내 록필댐의 누수량 변화에 대한 고찰

누수량은 미세한 변동,
댐의 구조적 손상은 없었다
댐의 누수량은 지진발생 직후 증가했다가 67시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지진 이전의 수준으로 감소됐다. 침

투수 탁도의 경우 지진에 의한 탁도의 변화는 없었으며, 강우 시 일시적으로 탁도가 증가하였지만 이후 NTU
0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및 포항지진 발생 시 누수량 및 변위 등에 미소한 계측값 변동이 있었
으나 구조적 손상은 발생되지 않았고, 이후 지진발생 이전의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태호 · ㈜반석안전 부사장

Ⅰ. 서론

였으며, 그로 인한 지각변동이 우리나라의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양산

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규모 M9.0). 당시 지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70㎞ 떨어진 도호쿠 지
동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도호쿠 지방을 강타하면서 진앙지로부터 인
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2원자력발전소 등 4개 원자력발전소
가 직접적인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

가장 큰 피해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 약 52분

후 높이 약 15m의 쓰나미가 도달하여 6기의 원전 건물이 모두 4~5m
높이로 침수됐다. 비상용 발전기가 정지되어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
아 핵연료가 용융하고 수소가 발생함으로써 3월12일부터 4일 간 1~4

호기에서 잇달아 수소폭발이 발생하고 원자로 격벽이 붕괴되어 다량
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동북부 지역의 도로 및 철도가 끊기는 등 많은

기반시설이 파괴되었고, 여러 지역이 화재 및 댐 붕괴 등으로 심각한

단층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경주는 양산단층대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2016년 9월 12일 20:32

에 규모 M5.8의 지진이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35.76N,

129.19E)에서 발생하였다.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14:29에 규
모 M5.4로 경북 포항시 북쪽 9km 지역(36.12N, 129.36E)에서 발생하
였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위치는 이전에 단층대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
은 곳이며며,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에서 약
9km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본 기고에서는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OO댐의 누수량

변화를 분석하여, 지진발생시 록필댐의 누수량 증감에 따른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Ⅱ. 본론

동-동남동쪽으로 50m, 위쪽으로 약 7-10m 정도 지각이 이동한 것으

1) 누수량 변화

일본 해양연구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진원 인근의 해구 근처 지역이 남
로 나타났다. 일본 국토지리원은 일본 좌표계의 기준이 되는 도쿄의
일본경위도 원점이 동쪽으로 약 27.67c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와 같이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

1. 경주지진으로 인한 댐체 영향
경주지진은 2016년 9월 12일 19:44에 규모 M5.1의 지진이 경북 경

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20:32
에 규모 M5.8의 지진이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35.76N,

02
129.19E)에서 발생하였다. OO댐을 기준으로 진앙지까지는 약 30km

진관측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이전까지 규모 M2.0~4.2의 지

차각은 72.5°이다.

모 M3.5 이상 지진의 기상청 자료이다.

이고, 방향은 남서서쪽이며, 댐축은 정북 방향이고 진앙지와 댐축의 교

경주지역은 양산단층대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1993년 이후 기상청 지

진이 21회 발생하였다. 다음 표는 2016년 9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규

표 1.1 - 경주지역에서 발생된 규모 M3.5이상 지진(2016년 9월 12일 이후)
순

발생시각

규모(M)

2016-09-12 20:32

5.8

1

2016-09-12 19:44

3

2016-09-12 20:34

2
4

2016-09-19 20:33

5

2016-09-12
20:33

위치

발생 일시

2017-11-15,
14:29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

3.6

35.78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7.0km 지역

35.76 N

위치

가속도(g)
-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

129.18 E

35.75 N

기상청 관측자료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129.19 E

35.74 N

기상청 관측자료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표 1.3 - OO댐 포항지진 지진계 관측기록

위치

35.77 N

3.5

표 1.2 - OO댐 경주지진 지진계 관측기록

경도

5.1
4.5

2016-09-21 11:53

발생 일시

위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129.18 E

규모
5.8

가속도(g)

규모

-

5.4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

위치

댐마루

OO댐 지진계 관측자료

진앙거리(km)
30.7

우안(기반암)

가속도(g)

환산규모

0.03805

5.1

0.1122

OO댐 지진계 관측자료

6.0

위치

진앙거리(km)

가속도(g)

환산규모

우안(기반암)

34.0

0.02053

4.6

댐마루

댐하류(기초)

0.14340
0.04148

6.2
5.2

OO댐은 중심코어형 석괴댐으로서 높이(EL.44.00m)의 약 2/3 지점

2006년 9월 17일 상시만수위 EL. 40.00m에 도달한 직후 자연월류형

의 경사로 성토를 한 후 떼붙임과 수목이 식재된 상태이다. 2005년 6월

단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EL.30.0m)에서부터 하류사면 사석표면 상부에 소단 폭 2.7m로 1 : 1.9

에 댐체 축조가 완료되어 2005년 12월 22일부터 담수를 시작하였고,

측수로를 통하여 방류되었다. 이 댐에 설치된 계측기 설치평면도와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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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계측기 설치 평면도

E.L=11.1

E.L=11.1

E.L=11.1

E.L=11.031
E.L=11.1

E.L=10.830
R=1
E.L=10.813
STA'0+220
E.L=10.863
E.L=10.813
R=1

도수로

그림 1.2 - 계측기 설치 횡단도

V1
L2

E.L=10.83

04

경주 지진발생 시 OO댐 지역은 2016년 9월 10일 51mm의 강우량 및

누수량(지표수가 포함되지 않은 저수위에 의한 댐체의 침투수량)의 약

에 내린 지표수의 일부가 포함되어 누수량이 각각 132.5ℓ/min, 78.5ℓ/

로 나타났다. 하류 사면의 성토 식생부 흙의 함수량이 누수량에 상당기

2016년 9월 12일 22mm의 강우량이 기록되었으며, 댐체 하류사면
min로 측정되었다.

<그림1.3>은 강우시 누수량 감소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강우 시 지

표수가 누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강우 후 1주 경과 시 최소
그림 1.3 - 강우시 누수량 감소 그래프

23%, 2주 경과 시 약 14%, 3주 경과 시 약 11%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
간 동안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1.4>의 최소 누수량은 지표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 누수량보다
최대 15% 정도 증가된 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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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댐수위-누수량 계측자료

2) 저수위에 따른 최소 누수량 그래프와 특징

저수위에 따른 누수량 변화는 6~7월 장마 시 저수위가 상승된 후 다음

소화하기 위하여 저수위, 누수량 그래프에서 누수량이 동일 저수위에

각 선분당 분석기간은 6월 20일 장마 시작부터 그 이듬해 6월 19일까

강우의 영향을 제외한 누수량 산정 시 강우에 의한 지표수의 영향을 최
서 최소인 값을 선택하고, 이 값들을 분석하여 일정기간의 [저수위-최
소 누수량]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림 1.5 - 담수 직후부터 기간별 저수위 - 최소 누수량 그래프

연도 장마 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그래프의

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선분의 기울기 가 직선형인 경우
는 누수특성이 다르므로 단기간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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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위에 따른 누수량 변화는 6~7월 장마 시 저수위가 상승된 후 다음
연도 장마 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그래프의

각 선분당 분석기간은 6월 20일 장마 시작부터 그 이듬해 6월 19일까
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선분의 기울기 가 직선형인 경우
는 누수특성이 다르므로 단기간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였다.

[저수위-최소 누수량] 그래프에서 각 선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선분 : 2006년 8월 3일~2006년 10월 25일

담수 초기에 상시만수위(EL. 40.00m)까지 계속적으로 저수위가 상

승하는 선분이며, 상기 그래프 상에서 동일 저수위에서 누수량 최대

가 되는 선분이다. ① 선분의 점선 부분은 담수초기에 누수곡선이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반영한 추정선분이다.

② 선분 : 2006년 10월 26일~2007년 2월 28일

⑩ 선분 : 2016년 9월 12일~2016년 12월 31일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 강우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2주 이
상의 비강우시에 대한 누수량 자료이며, 지진 발생 당시 8월 28일부

터 10월 23일까지 56일 동안 약 22회에 걸친 424mm의 강우에 의
한 지표수 유입으로 지진에 의한 비강우시에 대한 직접적인 누수량
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⑪ 선분은 2017년 1월 1일~2017년 8월 10일

6~7월 장마기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저수위가 EL. 37.22m에
서 EL. 28.98m까지 계속 하강하는 기간이다. 2017년 1월 동절기에
는 누수량 측정실의 삼각웨어에 동결영향으로 보이는 누수량 감소
가 나타나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저수위가 EL. 39.55m에서 EL.38.70m까지 계속 하강한다.

[저수위-최소 누수량] 그래프에서 저수위가 EL. 30.00m 이하로 하강하

저수위가 EL. 38.70m에서 EL. 39.72m까지 계속 상승한다.

량이 없다기보다는 저수위가 낮아 침투수량이 감소되면서 집수옹벽

③ 선분 : 2007년03월 1일~2007년 6월 19일
④ 선분: 2007년 6월 20일~2008년 6월 19일

저수위가 EL. 39.64m에서 EL. 34.79m까지 하강, EL. 39.90m까지
상승, EL. 38.02m까지 하강, EL. 40.01m까지 상승, EL. 37.07m까지
하강하는 저수위 변동이 잦은 기간이다.

⑤ 선분: 2008년 6월 20일~2009년 6월 19일

6~7월 장마기간에 EL. 40.08m까지 상승한 후, 다음 연도 6월까지
EL. 31.12m로 지속적으로 하강한다.

⑥ 선분 : 2009년 6월 20일~2010년 6월 19일

저수위가 EL. 31.15m에서 EL. 35.42m까지 상승한 후, EL. 31.45m까
지 하강하고 그 이후에는 EL. 33.0m 상하에서 변동하는 기간이다.

⑦ 선분 : 2011년 6월 20일~2012년 6월 19일

6~7월 장마기간에 EL. 39.09m까지 상승한 후, EL. 36.00m까지 하
강하고, 그 이후에는 EL. 37.8m 상하에서 변동하는 기간이다.

⑧ 선분 : 2013년 6월 20일~2014년 6월 19일

6~7월 장마기간에 EL. 37.41m까지 상승한 후, EL. 34.28m까지 하
강하고, 그 이후에는 EL. 37.26m까지 계속 상승하는 기간이다.

⑨ 선분 : 2016년 1월 1일~2016년 9월 11일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이며, 저수위가 EL. 37.97m에서 EL.
35.02m까지를 상승, 하강, 상승, 하강하는 저수위 변동이 잦은 기간
이다.

는 경우 누수량이 거의 0ℓ/min에 근접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침투수
위치의 기초지반을 통한 유출이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댐체 하류사면 하단부에는 누수량 집수를 위하여 집수옹벽이 설치되
어 있으며, 댐체 코어의 최하부는 EL.8.75m, 집수옹벽을 관통하여 누
수량 측정실로 연결되는 유도관(Φ300 THP Pipe)의 하단은 EL.8.45m
이고, 집수옹벽의 기초 최심부는 EL.3.10m이다. 따라서 누수량 측정실

에서 측정되는 누수량이 없다 하여도 유도관 하단에서부터 집수옹벽
의 기초 최심부까지 5.35m에 달하는 수압으로 집수옹벽 하부의 기초
지반 등을 통하여 침투수가 유출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저수위 EL. 30.00m 이하의 댐체 코어 침투수량은 집수옹벽 기초지
반을 통한 하류측 유출량보다 적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

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누수량 측정실에서 측정된 누수량은 집수옹
벽 하부 기초지반을 통한 유출손실을 제외한 누수량이다. 이론상 해석

치의 침투수량과 실제 계측치의 침투수량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침투
류 해석상의 누수량은 누수량 측정실에서 측정된 누수량보다 많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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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 집수옹벽 및 누수량 측정실 구조도

08
3) 지진발생 전후의 누수특성 변화

다. B점은 2016년 9월 26~27일의 저수위와 누수량 값이다.

위치하며, 최초 담수시 최대의 누수량을 보이는 선분이다. 담수 초기에

점을 연결하는 추정선분은 저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2016년 10월 05일

[저수위-최소 누수량] 그래프에서 ①선분은 모든 누수곡선보다 상위에

상시만수위까지 저수되고, 댐체가 정상적인 거동상태라면 이후 저수
위 상승과 하강의 반복 및 댐체의 장기침하에 의하여 누수량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강우가 없는 건기 시 누수량이 ①선분의 상부
에 위치한다면 비정상적인 침투수량의 증가로 볼 수 있다.

①선분과 같이 최초 담수시의 누수량은 해당 댐의 저수위에 따른 허용
누수량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준공지에 2005년 12월 22일 담수 개시부터 2006년 8월 3일 저수위

EL. 35.47m에 도달하기까지 자동계측 전의 누수량에 대한 기술이 없
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누수량 선분은 ①선분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선분은 담수 후 최초로 저수위가 하강하는 선분으로서 1차식 선분
의 기울기 값이 15.33으로서 다른 선분의 기울기 값보다 크다. 댐체 축
조 완료 후 약 1년이 경과된 때로서 댐체 정상부는 댐체 자중에 의한

침하가 크지 않아 코어에 공극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며, 저수위가 하강
하면서 코어 성토부 토립자의 재배치가 발생하고, 공극이 감소하기 때
문에 저수위가 하강하면서 누수량은 ①선분에 비하여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선분은 저수위가 상승하는 선분으로서 ②선분의 기울기 값보다 다소
작으며, ②선분 저수위 하강시 공극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④선분은 저수위가 EL. 37.0m에서 약 EL. 40.0m 사이에서 상승, 하강

한 선분으로서 ②,③선분보다 동일 수위에서 누수량이 현저히 감소되
었다.

⑤선분은 담수 이후 저수위가 EL. 34.79m 이하로 하강한 때가 없는 항
상 수중에 잠겨있는 위치로서 2008년 10년 13일부터 2009년 2월 20
일까지 지속적으로 저수위 EL. 32.50m까지 하강한다.

C점은 A점에서 B점으로 저수위가 상승할 때의 연장선으로서 B점과 C

상시만수위를 초과하는 EL. 40.15m까지 상승하였다가 저수위가 하강
하는 2016년 10월 28일 저수위 EL. 38.57m, 누수량 32.13ℓ/min 점을
포함하는 선분으로서 1차식 상관도는 R²= 0.988이다.

따라서 2016년 9월 12일 지진 발생 직후 저수위와 누수량은 A점 위치
에서 B, C점을 따라 상승하였다가, C, B, D, E점을 따라 하강하고, 그 이

후인 2017년 8월 10일까지 ⑪선분을 따라 저수위가 하강하고, 누수량
이 감소되었다.

이를 볼 때 지진 발생의 영향으로 전후의 누수 특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⑨선분 상부에 위치하는 A, B, C, D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지진으

로 인하여 누수량이 증가된 영역이고, ⑨선분과 ⑩선분의 교차점인 D

점부터 ⑩선분의 끝부분인 E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누수량이 감소된
영역이다.

이는 지진으로 인하여 댐체가 수직 및 수평진동에 의한 흔들림으로 토

립자 배열이 흐트러지고 간극이 발생되어 누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진 후 75일이 경과되고 저수위가 EL. 36.90m
이하로 낮아진 이후에는 동일 저수위에서 누수량이 지진 이전의 누수
량(⑨선분)보다 감소되었다.

[저수위-최소 누수량] 그래프에서 지진 발생 전의 ⑧선분과 ⑨선분은

거의 인접한 상태이나, 지진 이후의 ⑩선분은 이들 선분과 상당히 이
격되어 단기간 내에 누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지진 발생 전후 정상침하 측정점(CS1, CS2, CS3)의 표고(Z축)는 평상
시와 같이 약 3mm의 읽음오차 범위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한 변

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누수량 측정실에 설치된 탁도계 값도 NTU 0
로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선분은 초기 ①선분의 연장선에 근접한 상태로서 저수위에 의한 코

⑵ 수평변위의 발생

서 이후 저수위의 상승과 하강의 반복이 토립자를 재배열하고 공극이

하류측에 HS7~12이 설치되어 있다. 2016년 9월 12일 지진 발생당시

어부 간극수압에 의하여 공극이 감소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 진다. 따라
감소하면서 빠르게 누수량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⑥선분은 2009년 6월 20일부터 2010년 6월 19일까지의 선분으로서
이전 연도인 ⑤선분보다 저수위 EL. 35.0m 부근에서 누수량이 현저하
게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⑦,⑧,⑨선분은 경과년수의 증가에 따라 댐체의 자중에 의한 장기침하
로 누수량이 안정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⑴ 저수위-최소누수량의 관계

2016년 9월 12일 규모 M5.8의 지진이 발생할 때 저수위는 EL. 37.13m
이며, 지진 발생 직전의 ⑨선분에 의한 누수량 관계식을 적용하면 누
수량은 19.85ℓ/min 이고. [저수위-최소 누수량] 그래프에서 A점 위치이

수평변위계는 EL.27.75m에 설치되어 있으며 댐축의 상류측에 HS1~6,

6개의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HS4는 0.37mm, HS8번은

6.7mm 늘어났고, 나머지 4개 계측기는 최대 4.1mm 줄어들었다. 수
평변위계의 길이가 5.0m 이므로 최대 변위가 발생한 HS8은 0.13% 변
위가 발생되었다.

지진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댐체 내부에 변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간극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누수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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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지진 발생 전후 수평변위계 변위

⑶ 지진발생 후의 누수 특성

[저수위-최소 누수량] 그래프에서 ⑪선분의 관계식 y = 0.208x2 -

과로 판단할 때 OO댐은 2016년 09월 12일 규모 M5.8의 지진에 의하

댐의 누수량 관리 기준식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차후 저수위가 EL.

이상의 검토내용과 같이 누수량, 정상침하계, 수평변위계 등의 분석 결

여 약간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2.1 - 포항지역에서 발생된 규모 M3.5이상의 지진(2017년 11월 15일 이후)

11.87x + 168.8 (y:누수량, x:저수위)은 저수위 EL. 36.5m 이하에서 OO
36.5m 이상으로 상승할 때의 누수량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관계식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번호

발생시각

규모(M)

위도

경도

위치

1

2017-11-15 14:29

5.4

36.12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2

2017-11-15 14:32

3.6

36.10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

3

2017-11-15 15:09

3.5

36.09 N

129.34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6km 지역

4

2017-11-15 16:49

4.3

36.12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5

2017-11-16 09:02

3.6

36.12 N

129.37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

6

2017-11-19 23:45

3.5

36.12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7

2017-11-20 06:05

3.6

36.14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

2. 포항지진으로 인한 댐체 영향

치이며,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보다 약 9km

항시 북구 북서쪽 7km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4:29분에

년 4월 15일 규모 M3.1의 지진과 포항 본진 발생 7분전에 M2.6, M2.2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14:22분에 규모 M2.6의 지진이 경북 포
규모 M5.4의 지진이 경북 포항시 북쪽 9km 지역(36.12N, 129.36E)에서
발생하였다. OO댐을 기준으로 진앙지까지는 약 34km이고, 방향은 북
서서쪽이며, 댐축은 정북방향이고 진앙지와 댐축의 교차각은 25°이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위치는 이전에 단층대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위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포항지진(2017.11.15)이 발생하기 이전에 2017
의 전진이 발생하였다.

OO댐은 2017년 여름, 가을 가뭄으로 인하여 2017년 9월 10일 EL.

28.74m로서 준공 이후 가장 낮은 저수위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11

월 15일 지진발생 당시 저수위는 EL. 30.13m이다. OO댐 지역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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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21일부터 포항지진이 발생할 당시까지 강우가 거의 없었으며,

PP16번의 계측기의 위치는 EL. 32.75m, 상류측 코어에 설치되어 있으

지진발생 전후에 계측값에 변화가 발생한 간극수압과, 수평변위, 누수

있다. 이들은 저수위가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지진발생 3일 전부터 동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량, 침투수량의 전기전도도 및 탁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간극수압 변화

간극수압계는 지진발생 당시 PP9, PP16, PP17번 계측값에 변화가 발
생되었으며, 그 외의 계측값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PP9번의 계측
기는 EL. 13.75m, 하류측 필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종종 이상치를 나타
내어 신뢰성이 부족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며, PP17번의 계측기의 위치는 EL. 37.75m, 하류측 코어에 설치되어
시에 간극수압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각각 0.78㎏/㎠, 0.24㎏/㎠ 감소

되는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지진 발생 8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측정된
값은 지진 발생 직전과 거의 비슷한 값으로 회복되었다.

포항지진은 진원까지의 깊이가 비교적 얕은 9Km이며, 지진 발생 전에
지표지각에 응력이 축적되어 상당한 변형을 발생시켰다가 지진발생으
로 축적된 응력이 해방됨에 따라 변형이 사라지고 이전의 간극수압으
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 포항지진 발생 전후 간극수압 변화

2) 수평변위 변화

발생한 HS8은 0.38% 변위가 발생되었다. 수평변위가 발생한 시각은

하류측에 HS7~12이 설치되어 있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당시

이와 같은 지진발생 전의 수평변위는 지진발생의 전조현상으로 판단

수평변위계는 EL.27.75m에 설치되어 있으며 댐축의 상류에 HS1~6,

6개의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HS8은 지진발생 2일 전 최

대 19.17mm 늘어났고, 나머지 5개 계측기는 지진발생 1일전 모두 신

장 변위가 발생하였다. 수평변위계의 길이가 5.0m이므로 최대 변위가

상기의 간극수압 변화 시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될 수도 있다. 지진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댐체 내부에 변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간극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누수 특성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그림 2.2 - 포항지진 발생 전후 수평변위 변화

3) 계측값(누수량, 탁도, 온도, 전기전도도 등) 변화
그림 2.3 - 포항지진 전후 계측값의 변화량

위의 그래프는 지진발생 전후의 계측값을 나타낸 것이다. 댐수위는

누수량은 0.67ℓ/min이며 저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누수량이 점차 감소

EL. 30.13m까지 지속적으로 하강하였다.

전기전도도 값은 지진이 발생한 전날 0.18ℓ/min에서 지진 직후인

2017년 10월 28일 EL. 30.52m부터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
2017년 11월 10일부터 전기전도도 값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때의

되면서 전기전도도 값도 급속히 감소한다.

2017년 11월 15일에 1.17ℓ/min로 증가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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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전기전도도 값을 회복하고, 2일 경과 후 증가누수량 감소에 따

한 이후 감소할 때는 증가할 때의 기울기보다 다소 완만하였다.

상태가 된다. 이것은 전기전도도 값이 물의 온도와 탁도의 영향을 받아

이었으다. 이 수치 이하로 감소되는 시점은 67시간이 경과한 2017년

라 지진 직전보다 적은 0.10ℓ/min로 값이 급속히 감소하여 측정 불가
달라질 수 있으나, 누수량 측정실의 수위가 낮아 계측기가 물에 잠기지
않아 발생한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지진 직전 최소 누수량은 2017년 11월 15일 03:00에 0.158ℓ/min
11월 17일 22:00으로 0.135ℓ/min이었다. 약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지진의 영향이 없는 평상시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 그래프에서 저수위는 거의 동일한 기울기로 감소하는데, 누수량은

4) 시간별 누수량 변동

아래의 그래프는 지진발생 전후의 시간별 누수량 변동량을 나타낸 것
이다.

포항지진(2017년11월15일 14:29)이 발생할 때의 누수량은 0.25ℓ/min
이었다. 1시간 31분이 경과한 16:00에 누수량이 증가되었으며, 10시간

31분이 경과한 11월 16일 01:00에는 누수량 1.19ℓ/min로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11월 16일 09:02에 M3.6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여
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누수량 증가가 있었다. 누수량 최대치를 기록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하고 있다. 이는 누수량 측정계의 읽음 오차로 판
단된다.

포항지진이 경주지진보다 규모가 작고, 진앙까지의 거리도 더 먼 위치

이나, OO댐의 댐마루에서 측정된 경주지진의 가속도는 0.11g이고, 포

항지진은 그 보다 큰 0.14g이었다. 이는 경주지진은 비교적 깊은 심도
에서 발생하였고, 포항지진은 그보다 얕은 심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지진파가 전달되는 매질의 특성 차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 포항지진 전후 시간별 누수량 변동량

표 2.1 - 포항지역에서 발생된 규모 M3.5이상의 지진(2017년 11월 15일 이후)
구분

규모
(M)

댐계측
가속도(g)

OO댐기준
진앙까지 거리(km)

진원깊이
(km)

비고

포항지진

5.4

0.14

약 34

5～9

해양퇴적층에 액상화발생

경주지진

5.8

0.11

약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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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규모 M5.8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OO댐에서 가속도 0.112g의 이벤트가 감지되었으며, 2017년 11월 15

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M5.4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동시간 OO댐에
서 가속도 0.143g의 이벤트가 감지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댐체 변위는 경주 및 포항지진으로 인해 일부 계측값의 변동이 발생되

었고, 이후 댐수위나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았지만 안
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누수량은 지진발생 즉시 증가한 후 67시간 경과된 시점에 지진 이전의

누수량으로 감소되었다. 침투수 탁도의 경우 지진에 의한 탁도의 변화

는 없었으며, 강우 시 일시적으로 탁도가 증가하였지만 이후 NTU 0값
을 유지하고 있다.

계측자료 분석 결과 경주 및 포항지진 발생 시 누수량 및 변위 등에 미

소한 계측값 변동이 있었으나 구조적 손상은 발생되지 않았고, 이후 지
진발생 이전의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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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제대 댐회(ICOLD) 86차 연차회의 및 26차 총회 참가기

국제대 댐회(ICOLD)
86차 연차회의 및 26차 총회 참가기
올해 국제대 댐회 연차회의 및 총회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댐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연구내용이 심포지엄과 총회에서 발표 되었으며, 젊은 기술자들을 위한 YEF, 기술전시회 등이 진행
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수력발전과 수자원에 대하여 기술투어가 진행되어 유익하고 뜻깊은 일정이 되
었다. 필자는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개인적인 소감을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박지연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대리

1. 머릿글

2018년 국제대댐회(ICOL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그림 1 - ICOLD

Dams) 제86회 연차회의 및 26차 총회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지이
자 신성 로마제국의 수도였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국제대댐회는 대규모 댐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적
조직으로 댐의 설계, 시공, 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 및 경제성을 다루는
국제비정부기구이다.

국제대댐회 연차회의는 회원국(올해 참석국가는 81개국)에서 약
1,600여명의 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발표 대회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비롯하여 환경부,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및 학계와 업계 등에서 모두

48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12편의 논문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하였
다.

필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한 물관리사업 “기후변화 대

비 수자원적응 기술개발” 연구과제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프레임워크 개
발” 연구 과제의 정량적 성과달성과 연구결과 홍보 및 연구동향 파악
등을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2018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및 총회관련 주요 내용과 개
인적인 소감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2018년 제86차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및
제26차 총회 일정 및 주요내용

올해 비엔나에서 진행된 제86차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및 총회에서는
국제심포지엄(Hydro Engineering), 기술투어, YEF(Young Engineering

Forum), 총회와 기술전시회 등이 개최되었다. 제86차 국제대댐회의

세부일정은 <표 1>과 같으며 필자는 7월 1일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
로 기술투어(선착순), 기술전시회 ,YEF, 7월 6일 오전 총회까지 참석하
고 한국으로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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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제86차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및 총회 일정표
날짜

7/1(일)
7/2(월)
7/3(화)
7/4(수)
7/5(목)
7/6(금)

· 기술분과위원회 회의

· 국제심포지엄(Hydro Engineering)
· 오로빌댐 특별세션

· 국제심포지엄(Hydro Engineering)
· 기술투어 참석(선착순참석)

· 학회(Congress) Q100, Q101

- 총회 개막식, 총회 의제 발표

· 학회(Congress) Q100∼Q103

주요 활동

주요 활동 내용

· Regional Club 회의(APG)

· 기술분과위원회 Workshop

· 한국대댐회-미국대댐회 mou체결

· 집행위원회참석(General Assembly)
· Young Engineers Forum(YEF)

· 한국대댐회/캐나다대댐회 MOU

· 학회(Congress) Q102∼Q103

1) Symposium Hydro Engineering

올해 심포지엄 주제는 <표2>와 같이 모두 5가지였다.

하였다. 논문 내용은 미래 기후변화 가능최대강수량(이하 PMP)이 증
가함에 따라 기존댐 수문학적 안전성의 위험이 가중된다는 것으로, 이

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PCP 4.5/8.5)의 PMP를 사용하

여 시범유역 4개 댐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

T1.
Climate
changes
Reservoir
operation

로빌 댐의 여러 관계자들이 붕괴원인과 사고 경위조사결과, 사고 발생

이후 복구과정과 사고대응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 내
용은 <표4>와 같다.

T1

Climate changes Reservoir operation,

T2

Permission and Safety Assessment,

T3

Dam and Foundation Sealing

T4

Caverns and Power water ways

T5

Stability of Reservoir slopes

기술전시회
기술전시회

Disaster Competence Network Austria.
오스트리아 재난발생 시 수행하는 관리 네트워크에 관한 연
구, Christian Rosch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Dam Inflow Deficit
Index for Coping with a Drought.
가뭄 대처를 위한 댐 유입 지수 개발 및 평가, Kyung Soo jun
Study on Risk Analysis for Flood Prevention and Dam
Safety Based on Stochastic Simulation
확률론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홍수예방 및 댐 안전에 대한 위
험 분석, Jie Gao

5가지 주제 발표에서 기후변화, 댐 유지관리, 위험도평가에 관한 몇 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오로빌댐 특별세션도 함께 진행되었다. 미국 오

기술전시회, 환영리셉션

Numerical Simulation of the Morphdynamic Changes by
Sediment Supply at the Downstream of Youngju dam.
영주댐 하류에서의 퇴적물 공급에 의한 동적 변화 수치 해석
에 관한 연구내용, Chang-Lae Jang

과를 활용해 취약 댐의 순위를 선정하였다.

지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기술전시회

표 3 - 심포지엄 주요 발표 논문

on the Vulnerability Ranking using Hydrological Safety Evaluation

Result of Existing Dams considering Climate Change” 논문을 발표

시티투어

환송만찬

필자는 T1. Climate changes Reservoir operation 세션에서 “a Study

표 2 - 심포지엄 주제

비고

T2.
Permission
and Safety
Assessment
T3.
Dam and
Foundation
Sealing

T4.
Caverns and
Power water
ways
T5.
Stability of
Reservoir
slopes

How to Deal with Aging Prestressed Anchors in Dams.
노후 댐의 앵커 설치법에 관한 연구, Donald Bruce

An analysis on the Behaviors of a Dam for the Earthquake
in South Korea.
한국 지진에 의한 댐 피해 행동 분석, 수리시설실 이태근 과장
Remedial Grouting for Embankment Dam core
Sealing(10years experiences).
필댐 코어층 차수 보강 그라우팅(10년간 사례), Dongson
Park

Modifying Method for Vortex Flow in Trifurcation in
Hydropower Plant
수력 발전소의 삼분의 소용돌이 유량에 대한 평가방법, Yeon
Lee
A Reservoir System Simulation Method to Lessen Water
Supply Deficit at Downstream Point using a Heuristic
method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한 하류의 수자원 부족을 줄이기 위한
저수지 시스템 시뮬레이션 방법, Sangh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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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오로빌댐 특별세션

오로빌댐 특별세션 발표논문 제목 및 내용

발표자

Situation Development, Incident Response and Public Safety
긴급상황 발생 및 사고대응 및 공공안전

David Gutierrez

Fast track Recovery Design and Construction to Address Critical Dam Safety
붕괴 손상된 댐 안전을 위한 신속한 복구 설계 및 시공

Roller Compacted Concrete Influences on Recovery Structural Design Features
롤러기법을 활용한 복원기술의 특징
Geological and Geotechnicla Investigations for Recovery Design Features
오로빌 댐 사고 복원 설계를 위한 지질 및 지반 조사

2018년 기술투어는 비엔나 도나우강에 위치하는 Freudenau Danube
power plant(이하 Freudenau수력댐)에서 진행되었다. 올해의 기술투

John France
그림 2 - 도나우강 유역
도나우강 유역

어는 선착순 신청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못하
였다. 기술투어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 두 번 진행되었는데 필자는 오

전 9시에 참석하였다.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
으며 아시아에서는 필자만 참석하였다. Freudenau 수력댐은 학회장

(비엔나 국제센터)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장까지
는 단체 버스로 이동하였다.

Freudenau 수력댐을 소개하기 전에 오스트리아의 수자원과 수력발전
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오스트리아에는 도나우강(Danube River)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다. 이

오스트리아의 도나우강

도나우강은 독일 남서부 바이에른 삼림지대(Bavarian Black Forest)에
서 시작하여 오스트리아를 지나 루마니아 동쪽 해안을 통해 흑해로 흘
러가는 총연장 2,845km의 강이다.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도나우강은
오스트리아 수력발전의 에너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강이기도 하다.

원자력발전이 없는 오스트리아는 수력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62%를 충당한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것에 큰 자
긍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오스트리아에는 총 10개의 수력 발전용댐이 있는데, 필자가 다녀온

Freudenau 수력댐은 도나우강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발전댐이다. 이

댐은 비엔나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 이상을 공급한다. 비엔나 시내

에 위치한 프래타(Prater) 놀이동산의 전력이 Freudenau 수력댐에서
대부분 생산된다고 하니 비엔나 도심의 휴게시설에도 가장 중요한 에
너지 공급원인 셈이다.

이렇듯 도나우강 수자원은 비엔나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처로서 사람
들에게 유용한 면도 있지만, 지속적인 홍수발생은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였다. 대표적으로 1830년, 1862년, 1954년에 큰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비엔나에서는 대대적인 도나우강 정비 사
업이 계획되었다.

Michael Rogers
Michael Gray

Findings of the Spillway Incident Forensic Investigation
오로빌 댐 붕괴의 원인과 사고경위 조사 결과

2) 기술투어(Freudenau Danube power plant)

Les Harder

그림 3 - 오스트리아 발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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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도나우강 홍수
1700년대 도나우강

1830, 1862, 1954년 대홍수발생

그림 5 - Freudenau Danube power plant 전경

1970년부터 1988년까지 홍수 방지를 위하여 하천바닥 정비사업을 수

하수 품질도 향상시키도록 구성 되었다.

하기도 하였다.

니라 기폭 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산소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하수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었고, “비엔나 도나우

되고 있다. 이렇듯 오스트리아는 댐 설계와 운영에서 환경과 지하수를

행한 결과 도나우강 주변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

하천정비 사업 중 하나였던 Freudenau Danube power plant 사업은
지역의 기회” 라는 제목으로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목적은 댐 건축 설계의 선택, 저수지 지역의 생태활성, 도시

개발 등을 두루 충족시키는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
루기 위함이었다. 댐 건설 전인 1991년 비엔나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

였는데, 투표 참가자의 72%가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였고, 1992년 6월
까지 시공을 위한 모든 허가를 취득했다고 한다.

Freudenau Danube power plant의 제원은 아래 <표 5>와 같다.

하지만 Freudenau 수력댐이 준공되면서 비엔나 도심의 홍수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되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후부터 수행

된 도나우강의 선형화 및 강바닥 정비 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지하수 수
위가 낮아졌고, 그로 인해 관개용수가 감소하면서 지하수 수질도 악화
되었다.

그러던 중 Freudenau Danube power plant가 건설되면서 하천 수위
가 다시 상승하고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면서 비엔나의 일부 도시가 잠
기게 되었다. Freudenau 발전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
하수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였다.

지하수 관리 모니터링은 지하수 수위가 낮은 기간에 수위를 높이고, 지

이 시스템은 도시의 홍수 피해를 저감시키는 수위 제어 시스템뿐만 아

와 하천수의 적절한 수위를 유지시켜 친환경적인 발전용 댐으로 평가
고려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표 5 - Freudenau Danube power plant 제원
항목

댐 제원

강 이름

도나우 강

건설 기간
집수유역

발전소 타입
발전소

여수로
뱃길 수문
어로

배수 유역

1992년∼1998년
101,731 km2

Run-of River (no storage)

개수

6

최대 전력 발생량

172MW

연평균 전력 발생량

1,052GWh

최대 방류량

3,000m3/2

수문 종류

Tainter Gates
with Flap

개수

공간 개수
상부 뚜껑
하부 뚜껑
길이

펌핑 개수

4

2 (24×275 m each)
Rotary Segments
with Flaps

양개문 (Mitre Gates)

자연 형태

28 k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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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지하수 관리 모니터링

그림 7 - Freudenau 수력댐 관련 사진
발전소 담당자의 설명

홍보관에서 담당자의 수력댐 설명 진행

홍보관에서 담당자의 수력댐 설명 진행

전력변환실에서 필자

발전소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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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86차 집행위원회 회의(General Assembly)

또한 2022년 제20차 연차회의 개최국은 단독으로 지원한 이란으로 결

이 참석하여 ICOLD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행사이다.

위원회 회의는 막을 내렸다.

집행위원회 회의란 100개 회원국의 위임인과 분과위원장 약 80 여명
이번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총재와 부총재 선출, 2022년 제90차 연
차회의 희망국 선거, 예·결산안 보고 등이 진행되었다.

총재로는 미국 출신인 Michael Rogers가 당선되었으며, 부총재로는
Michael Abebe(에티오피아)와 Ali Noorzad (이란)가 각각 당선되었다.
그림 8 - 집행위원회 관련 사진

정되었고, 2019년 제87차 연차회의 준비사항 보고를 마지막으로 집행
ICOLD 집행위원회 회의는 주요 결정과제를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여
소통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한 내용을 회원국에게 공유하는 소
통과 화합의 장인 것 같았다.

현총재(가운데)와 총재 당선인(가운데의 왼쪽)

집행위원회

예·결산안 발표

2019년 제87차 연차회의 준비사항 보고(캐나다 오타와)

4) Young Engineers Forum(YEF)

사항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락하고,

위한 기술자 회의 및 토론으로 이뤄지는 행사이다. YEF는 2011년 스위

올해의 신규이사는 거수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신규이사가 되면 YEF

Young Engineers Forum(이하 YEF)은 40세 미만의 젊은 기술자들을

인터넷 투표를 통한 신규이사를 선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모았다.

스에서 18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90명 이상의 젊은 기술자들이 참석

운영그룹에 포함되어 YEF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선출된

다양한 나라의 젊은 기술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포럼이다.

아래와 같은 국적으로 구성되었다.

하고 있다. YEF에서는 댐 시설물과 수자원 관련 기술교류뿐만 아니라

YEF에서는 운영그룹 회의와 기조강연, 신규이사 선출, 분임토의가 진
행된다. 운영그룹은 YEF를 운영하기 위한 그룹이며 임기는 통상 3년이

다. 운영그룹 회의에서는 전년과 당해의 YEF 사이의 활동을 보고하기
도 하고 다음해 YEF 연례 회의장소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번 운영그룹 회의에서는 작년 YEF 이후에 신규이사 선거 절차 개선

두 명의 신규이사의 임기는 2018년～2021년까지였는데, 후보자들은

1. Giulia Buffi, Italy 2. Erjon Qosja, Albania 3. Tim-Ivanov, Russia
4. Hans-Martin Leitner, Austria 5. Catalin Popescu, Romania

투표 결과 이탈리아의 Giulia Buffi와 러시아의 Tim-Ivanov가 신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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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YEF 활동
YEF 활동 보고

사로 선출되었다.

YEF 분임토의는 다양한 주제를 제시한 다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

YEF 이사 투표

표 6 - YEF 분임토의 주제

주제

여 그룹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분임토의의 주제는

Developing your national YEF

전)을 주제로 댐 운영 및 관리에 기후변화를 적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The mysteries of dam engineering(Strange
occurrences at dams)

<표 6>과 같았다. 필자는 Leila(캐나다)의 Knowledge transfer(지식이
대해 의견을 교류하였다.

YEF에서는 Linkedin(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음 만남 전까지 지속

적인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필자도 YEF Linkedin에 가입하여 YEF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림 10 - YEF 활동관련

YEF 분임토의 주제 발표

How/Why did you start working with dam
voting procedure and online tools

Being member in a technical committee
Talking strategies

Knowledge transfer

필자(박지연) 참석

그룹장
Sam

hans-martin
Elias

Tim

Amanda
Priska
Le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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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6차 총회

본 총회는 심포지엄과 다르게 3년 주기로 진행되며, 대댐 관련 회사나

전문가들의 토론과 발표로 진행된다. 주제는 <표 7>과 같이 모두 4가

그림 11 - 제26차 총회 관련 사진

총회 개막식 오스트리아 대댐회 회장 발표

지이며, 기후변화 평가 및 댐 운영, 수문학적 안전성관련 주요 논문에
대한 소개는 <표 8>과 같다.

주제별 발표가 있기 전에 오스트리아 대댐회 회장 Gerald Zenz의 개회
사가 있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이번 학회참석 기념품으로 “Pumped

Storage Hydropower in Austria”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수력발전과 댐 안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주었다 .
표 7 - 총회 주제
Q100

Reservoir Sedimen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Q102

Geology and Dams

Q101

Safety and Risk Analysis

Q103

Small Dams and Levees

표 8 - 총회 발표 주요 논문내용
Q100

Q101

Q103

Innovative Methods to Release Fine Sediments from
Seasonal Reservoirs, Giovanni DE CESARE (Switzerland)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저수지의 미세 퇴적물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방안 제시하는 연구내용 (SEDMIC 장치 관련)
Climate Change and Dams Portfolio Risk Analysis of Dams
Vulnerable to Increasing Flood, Grethe H. (Norway)
노르웨이 수자원 관리국은 기후변화 IPCC 보고서를 바탕으
로 기후변화에 따라 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
고 노르웨이 대상댐 중 39%가 미래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댐 취약성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주제1 Q100관련 좌장 및 발표 진행

Inflow Forecasting for Improved Dam safety Management
on the Niger River Martin FUCHS, (Nigeria)
나이지리아 니제르강의 카인지댐은 홍수 조절 및 수력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 및 수력발전 운영의 의
사결정에 활용하고자 유입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
스템을 활용하여 장단기 예측을 통한 댐운영 계획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는 연구
U.S. Army Corps of Engineers Modeling & Consequence
Production Center Progress for Levee Breach Analysis,
Wesley CROSBY(USA) 미국 USACE는 제방 안전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방의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제방 침하유압모델을 개발하여 경제적 피해와 위험에 처한
인구, 수명 손실 등을 결정하는 연구
Uncertainty Analysis of Flood Control Levees Design
considering Correlation of Input Parameters, Saeed
ALIMOHAMMADI (IRAN)
제방의 홍수조절을 위한 제방높이에 따른 불확실성 분석에
대한 연구내용으로, 불확실성 분석을 위하여 Monte carlo 분
석기법을 적용하였고 불확실성분석에 따라 제방높이의 범위
수준을 산출하는 연구내용

총회 AWARD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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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견

[참고문헌]

들이 많았던 것 같다. 심포지엄 논문 234편과 총회에 수록된 논문 223

Changes by Sediment Supply at the Downstream of Youngju dam,

올해는 심포지엄과 총회가 함께 진행되어 더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
편을 획득하였는데 향후 좋은 참고문헌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ICOLD 연차회의의 꽃은 기술투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히
참석하고자 하는데, 기술투어를 가면 그 나라가 댐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느낄 수가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바다와 인접하지 않아서 댐과
저수지를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과 여가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댐마루에는 자전거들이 다니고 댐 상류의 저수지에서는 수영
과 여유를 즐긴다.

단순히 댐의 기능적인 측면이 수자원 조절만이 아니라는 것이 인상깊
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수력 활용과 의존도는 우리나라보다 활성화

돼 있고 큰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수자원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하

수까지 생각하면서 댐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자세는 우리나라에도 본
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YEF에 참석하여 외국인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지만, 다양한 나라의 사람을 알게 되고 서로가 지식을 교
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한다.

영어 사용에 대한 어려움은 갈 때마다 느끼지만, YEF에 참석하면서 외

국인을 대하는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다. 필자는 내년이나 그

다음해의 ICOLD 연차회의에는 더 많은 대한한국 엔지니어들이 YEF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외국인들과 기술교류를 하고 한국
의 기술력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가면 우리나라에서 YEF 신규이사를 배출하

고 YEF의 좋은 인재가 되는 날도 올 것이라고 믿는다. 국가 간의 협력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졌으
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비엔나에서의 즐겁고 유익한 기억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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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지중구조물 지진해석 방법 및 지진하중 산정

지중구조물의 지진하중 산정에 대한 이해는
합리적 내진설계와 지진 대비의 출발점
지진 시 지중구조물은 지상구조물과는 다른 거동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표층지반의 변위에 의한 하중을 주
요 설계하중으로 이용하는 응답변위법을 이용하게 되며, 이때 표층지반의 고유주기에 따른 표층지반의 응
답을 나타내는 기반면에서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중구조물의 지진 시 거동 특성과 지
진해석 방법을 유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내진설계 및 지진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윤준웅 ·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 과장
김정한 ·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1. 서론

2016년 국내 지진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이 발생하였고, 연이

어 작년에는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시설물 피해를 초래하고

관련 업무 수행 시 혼선을 줄이고 지중구조물의 합리적인 내진성능 확
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재민이 발생하여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2. 지중구조물의 지진 시 거동특성

로 인한 인명 피해이다. 특히 지진으로 인해 도로, 철도, 수도시설 등 사

당 지역의 지반 조건 및 특성에 따라 지진파의 특성 및 크기가 변화하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파손 및 붕괴와 그

회기반시설의 붕괴 또는 기능정지시 대규모의 직접 피해를 야기할 뿐

만 아니라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의 대응을 지연시킴으로써 2차 피해
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할 때는 설계 지진하중을 바르게 산정하고
합리적인 지진 해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구,
도시철도, 지하차도, 매설관로, 저수조 등 다양한 지중구조물은 지진

시 지상구조물과는 다른 거동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중구조물의

설계 지진하중 산정 및 지진해석 방법 역시 지상구조물과는 다른 방법
을 적용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지진 발생 시 지중구조물의 거동특성 및 지진해석 방법을

지상구조물의 경우와 비교하고, 설계 지진하중 산정방법 및 지중구조
물 지진해석에 이용되는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지하의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달될 때 해
는 지반증폭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깊이별 지반운동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 최대가 되며, 지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
을 가진다.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상구조물의 경우 하부 지반에서 증폭
된 지진파가 구조물에 작용하면 구조물은 고유의 진동특성에 따라 추

가적인 증폭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지중구조물은 구조물이 주변 지반

에 둘러싸여 있어 발산 감쇠효과가 크다. 또한 겉보기 단위중량이 주
변 지반보다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주변 지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

조물의 변형 및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즉, 지중구조물은 지상구조물과
달리 지진 시 주위 지반에 발생하는 변위에 의한 지진하중이 구조물의

주요 지진하중으로 작용하게 되며, 지상구조물과는 다른 지진해석 방
법을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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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구조물: 기반면에서의 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

3. 지중구조물의 지진해석 방법 및 설계지반운동

면 강성은 확보되지만, 구조물 상, 하단부의 수평방향 변위 차이가 크

응답변위법(Seismic Deformation Method)은 지중구조물의 지진 시

제원과 매설깊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진해석 방법을 선택

3.1 응답변위법

거동특성을 반영하여 197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이다. 수도시설,
가스 매설관로, 침매터널, 공동구 등 다양한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에

서 지중구조물 지진해석 방법으로 채택되어 왔고, 1995년 고베지진 이
후 적용 대상이 한층 확대되어 왔다.

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진하중은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지중구조물의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2 - 지진 시 표층지반의 변위 개요도 (Kawashima, 2000)

국내에서도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2004년 제정), 도시철도 내진설

계기준(2005년 제정)에서 응답해석법을 표준해석법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구조 조건과 지반 조건이 복잡한 경우 또는 상세 검토 필요 시 시

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실무에서도 대

부분 응답해석법을 이용하여 지중구조물의 지진해석을 수행하고 있
다.

응답해석법은 다양한 형태의 지중구조물에 적용될 수 있는데, 크게 설
계단면의 횡단방향과 종단방향의 지진해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는 지진 시 기반면과 지표면 사이의 지반인 표층지반의 변위
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표층지반의 연직면 내에서는 1/4 사인

3.2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매설관로나 소규모 지하박스구조물과 같이 구조물 단면이 작은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지중구조물의 지진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구조물이

파형, 수평면 내에서는 사인 파형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구조물 각 지점의 깊이별 수평방향 지반변위의 차이가 작아 횡단방향

의 지진하중이 작고, 지표면 가까이 매설되어 종단방향 지반변위의 차
이는 큰 값을 가지므로 종단방향의 지진해석 및 안정성 검토가 중요하

다. 이와 달리, 도시철도 정거장과 같이 단면이 높고 큰 경우에는 종단

방향의 지반변위 차이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에 견딜 수 있는 단

3.2.1 필요성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지진 시 표층지반의 변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주요 지진하중인 지진 시 측벽토압과 주면전단력을 산정하
게 된다. 깊이별 지반변위는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여 비교적 정확히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도가 높지 않은 지중구조물의 경우 변형률에
따라 비선형 특성을 가지는 지반의 동적물성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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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중구조물의 연장이 길고 위치별 지

3.2.2 지중구조물 내진설계기준 반영 현황

이 따른다.

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을 경암지반인 SA지반의 지표면 응답

층의 변화가 많다면 지반응답해석을 수차례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움
이러한 경우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표층지반의 고유 특성값
으로부터 지반변위를 산정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이 필요하다.

<그림 1>에 기반면에서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지표면에서의 설계응

답스펙트럼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진파가 기반
면에서 지표면으로 전파될 때는 표층지반의 특성에 따라 증폭된다. 증

폭된 지진파가 작용되면 구조물은 고유 진동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시 한 번 증폭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지상구조물의 응답특성을 구조물의 고유주기에 따라 도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2017) 및 공동구 설계기준(2016)에서는 기반
가속도를 직접 적분하여 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적용 조
건을 해석대상 부지의 공진주기가 0.4초 이하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
며, 0.4초 이상일 경우는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기반면에서의 속도
응답스펙트럼을 구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국내 지반조건을 반영한 많은 지반응답해석 수행결과
에 기반한 경험적 결과(윤종구 등, 2003)이며,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
사항’의 공표에 따라 지반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SA지반의 정의가 사용
되지 않게 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이며, 표층지반

3.2.3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산출‧비교

계수 값에 의해 반영된다.

속도응답스펙트럼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의 특성에 따른 증폭정도는 지반종류별(S1~S5 지반)로 주어지는 증폭

반면에 지중구조물의 경우는 지상에 구조물이 없고 표층지반의 변위를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표층지반의 고유주기에 따른 표층지반
의 응답을 나타내는 기반면에서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게 된다.

기반면에서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은 표층지반의 지진 시 큰 감쇠비가 반
영되고, 지상구조물의 증폭은 제외되기 때문에 지상구조물 설계에 이
용되는 지표면 설계응답스펙트럼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변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이 아닌

속도응답스펙트럼의 형태로 제시되며, 표층지반의 지진 시 비선형성
이 반영된 고유주기와 이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속도 값을 곱하여 지표
면 최대변위 값을 산정하게 된다.

그림 3 - 기반면에서의 속도응답스펙트럼 산출결과
(a) 10% 감쇠비

<그림 3>은 국내 지중구조물의 지진 해석을 위한 기반면에서의 설계
층지반을 단자유도계로 모델화하고 해당 단자유도계에 발생하는 상대
변위의 최대치를 구한 후 유사속도로 변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지중구조물 지진해석을 위한 기반면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에 따라 전단파 속도가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기반암의 상면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입력지진은 암반지반(S1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
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
10개를 이용하였다.

표층지반의 감쇠비는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제시된 값인 내진I등

급 붕괴방지수준의 경우 20%, 기능수행수준의 경우는 10%를 적용한
결과이다.

(b) 20% 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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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출한 결과의 통계값을 바탕으로 모양을 단순화하여 제시한

0.4초 이하의 제한 조건 없이 고유주기 약 3초까지, 연약한 S5지반을 포

도출에 사용된 입력지진파가 다소 제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표층지반의 최대변위

것이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이다. 하지만 해당 결과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암반지반 가속도 표

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감쇠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환산한 속도

응답스펙트럼을 <그림 3>에 함께 나타내었다. 장주기에서는 산출결과

의 평균값(적색선)이 환산결과(녹색선)와 비교하여 다소 크게 평가되
는 구간이 있지만, 두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응답변위법을 사용 시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

지 않는 경우, 환산결과를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그림 4 - 표층지반 변위 산정결과의 비교(S4 지반 예)

(a) 인공지진파 (10개)

함하는 대부분의 지반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를 산정한 후 깊이별 지반변위를 코사인 형태로 가정하여 구한 지반변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지반응답해석 결과로부터 산출한 지반변위를
비교한 예를 <그림 4>에 나타냈다.

지반응답해석 결과로부터 구한 지반변위는 기반암의 변위를 0이라고
설정하고, 깊은 지층부터 각 지층의 두께와 최대변형률을 곱한 후 누적

하여 합산한 다소 보수적일 수 있는 결과로,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
답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b) 실지진기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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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본 고는 지진 시 지중구조물의 거동특성과 지진해석 방법, 표층지반의
변위 산정 시 유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지진 시 지중구조물은 지상구조물과는 다른 거동특성을 보이기 때문

에 표층지반의 변위에 의한 하중을 주요 설계하중으로 이용하는 응답

변위법을 이용하게 되며, 지중구조물의 제원 특성에 따라 종단방향 또
는 횡단방향 해석을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설계지반운동의 정의 또한 지상구조물의 경우 지표면에서의 지반운

동으로 정의되지만 지중구조물은 기반면에서 지반운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지중구조물에 응답변위법을 적용할 때, 구조물 응답이 아니라 표

층지반의 변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반분류 결과와 무관하게

표층지반의 고유주기에 따른 표층지반의 응답을 나타내는 기반면에서
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때 지진 시 지반의 비
선형성을 반영한 고유주기 값을 적용하여 스펙트럼속도를 결정하고,
지반변위 산정 시에도 이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중구조물은 지상구조물처럼 추가적인 증폭이 발생하지 않아 지진하

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특성을 띠지만, 규모가 큰 지진발생 시 지진동에

의한 피해사례 뿐만 아니라 주변 지반의 액상화 발생에 의한 구조물 부
상의 피해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지중구조물의 지진 시 거동 특성

과 지진해석 방법을 유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내진설계 및 지진 대
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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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암반사면의 불연속면 조사 및 변위분석

3차원 측량에도 유용한 드론 영상
암반 거동 변위 확인에도 큰 도움
드론 영상은 정확도가 뛰어나 지형이나 시설물을 측량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채석장과 토공사
현장 같은 넓은 지역에 대한 3차원 측량 시 특히 유용하다. 교량 점검 시 보수가 필요한 지점을 정확하고 신

속하게 찾는 데도 드론이 큰 도움을 준다. 사람이 직접 보수 지점을 찾아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
게 줄일 수 있고, 지적조사에서도 인력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허인영 ·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반시설성능실 대리

1. 서론

이 큰 도움을 준다. 사람이 직접 보수 지점을 찾아내는 데 소요되는 시

다. 관련 시장도 군수 산업에서 산업용 및 민간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드론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

드론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추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
있어 세계 각국은 드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드론 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무인비행물
류, 건설, 재난, 환경, 감시 등 다양한 산업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드론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드론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다. 안정된

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지적조사에서도 인력 및 기간 단축을
용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점검자의 접근이 어려운 94m 높이의 암반 절토사면을 드

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암반의 불연속면을 조사하였다. 또한
2주 간격으로 약 5개월 동안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하여 암반사면에서
10cm 이상의 변위를 관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비행과 고해상도의 영상획득을 위해 제어기술, 충돌회피기술, 센싱

2. 입체영상을 이용한 불연속면 조사

동이나 롤링(rolling)에 관계없이 연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짐벌

터에 의한 조사 등과 같이 암반 표면에 접촉하여 절리조사를 수행한 후

기술, 데이터링크 기술 등의 핵심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특히 진

(gimbal mount) 카메라는 드론으로 고품질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주

요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급형 드론조차도 4k UHD(4k Ultra High
Definition, 3840×2160)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내장하거나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분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드론의 영상은 정확도가 뛰어나 지형이나 시설물을 측량하는데 효율
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채석장과 토공사 현장 같은 넓은 지역에 대한
3차원 측량 시 특히 유용하다.

교량점검 시 보수가 필요한 지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는데도 드론

암반 절리구조의 기하학적 특성은 조사선 조사, 조사창 조사, 클리노미
통계분석을 거쳐 도출해왔다.

하지만 현장 측정 과정은 수작업에 의해 진행되므로 측정 작업의 효율

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진측량기법 및 레이저 스캐너
방식 등을 이용한 원거리 조사 기법들에 대한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서의 고정식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규모 암
반의 증가에 따른 절리구조 분석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에서 기인하는 오류, 낮은 조사 빈도로 인한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암반의 안정성 확보 면에서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02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수립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메라를 통해 취득된 좌우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정합과정을 거쳐

이용해 조사하는 사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측량기법을

상의 사진으로 고지대 및 접근 불가능 지역의 암반 불연속면 경사/방

근래 들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암반 불연속면을 드론을

점군(point cloud)에 기초한 3차원 영상을 생성하고 분석한다. 2장 이

이용한 절리 조사의 적용성은 1980년 Hagan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터널내 막장면의 Face Mapping 등 다양한 현

Franklin(1988), Tsoutrelis(1990) 등은 Tablet을 이용한 영상수치화 과

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정을 통해 절리분석을 연구하였다. 또한 Reid(2000)는 화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joint trace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입체영상촬영은 불연속면 분석 전용 상용코드인 Shape MatriX
3D system을 이용 하였는데, 이는 절리 분석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카
표 1 - 기존 Face Mapping과의 비교
기존
Face Mapping

구분
1) 공간적인
범위
2) 시간적인
범위
3) 신뢰성

4) 결과물의
작성 및
보관성

입체영상 이미지
Face Mapping

- 급경사지, 터널 막장 등의 상부 위험암괴 노출 구간의 접근성이 곤란

- 사진측량으로 인한 공간적 제약성 없음

- 전체면적 측정시 많은 시간이 소요됨
- Face Mapping 성과물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전체 면적의 측정시간이 간편함
- 전용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간편하게 처리함

- 인력에 의한 측정으로 크레인, 사다리 등을 이용할 경우 높은 경우
일부 측정가능하나 현장접근성, 이동성의 제약이 따름

- 측정기술자의 노하우, 접근성에 따른 정확성이 결여됨

- 현장 측정위치의 제현성이 부족함
- 측정자의 주간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물 작성으로 신뢰성 결여,
확인이 곤란함
- 결과물의 보관성 결여

표 2 - Vector Image Shape 처리과정 (1)
· 이미지 Scan
- point-cloud 취득
- 취득시간 대폭 축소
- 원거리 측정가능

· Point-Cloud
- 수많은 측점(point)군
- 각 point는 위치정보 소유

표 3 - Vector Image Shape 처리과정 (2)
· 절리군의 공간위치 표시
- 측정된 절리특성 표시
- 공간적 위치, 방향성 표시

· 조사선(Scanline) 해석
- 조사선, 조사창의 위치에 제약없음
- 정보의 저장과 재분석이 용이하며
- 많은 조사 정보량에 제한 없는 장점.

- 사진 측정 범위 내에서 Mapping 이 가능하므로 공간적인 범위의
제약성이 없음

- 측정이미지를 통한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 현장 측정위치의 제현성이 우수
- 이미지를 사용하므로 객관성 측면에서 우수함
- 디지털화된 3차원 이미지로 결과물의 재확인이 가능하며,
보관성이 우수

· 3D Triangulation
- 3점을 이어서 삼각망 구성
- point cloud와 merging

· 절리면의 거칠기 측정
- 절리면의 거칠기계수(JRC)

· 절리면의 경사/경사방향
- 절리면의 경사/경사방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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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Vector Image Shape 처리과정 (3)
· 스트레오네트 극점표시
- 측정된 절리특성을 표시
- 측정자료는 전산으로저장
- 안정성 해석 입력자료

· 절리의 간격과 연장성
- 절리의 주향에 수직한 방향의 절리
간격 측정
- 절리의 연장성 측정

· 절리의 최소, 최대 간격 등 정보의
전산화 저장

· 사면의 평면상 등고선 작성 및 횡단
면도 작성

2.1 드론 항공촬영을 통한 사면조사

담회색 세립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경사의 층리면(0~38°)이 발

사면의 주향은 N60E, 경사는 56SE를 보이고 있다. 주로 암회색 내지

드론을 이용한 조사 및 분석은 암반이 노출된 A구역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대상 절토사면은 총연장 320m, 높이 최고 94m의 암반절취 사면으로

달되어 있다.

표 5 - 사면현황
구분

대상사면

A구역(조사대상)

B구역

높이(최대)

94m

94m

36m

연장

320m

180m

100m

소단수

7개소

7개소

3개소

사면 경사

40º ~ 68º

40º ~ 68º

43º ~ 63º

사면경사방향
상부자연사면 경사

148º

6º ~ 54º

148º

20º ~ 54º

148º

6º ~ 48º

그림 1 - 절토사면 전경

본 조사에서는 PIX4D사의 수치 근거리 사진측량 프로그램인 PIX 4D

pro와 3GSM사의 SMX3D UAV를 이용하였으며, 대상물의 사진에 대한

삼차원 좌표를 설정하고, 사진으로부터 영상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으

로 수행하였다. 수치영상 처리과정은 8단계로 구성하였으며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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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수치영상 처리과정

Create a calibrated or approximate camera description
Plan the meas5urement project
Take photographs of the object or scene
Import the photographs into S/W
Mark features on the photographs
Identify which points are the same
Process the data(Bundle Adjustment, Multi-Image Evaluation)
Export the resulting 3D data to a CAD or graphics program

2.1 드론 항공촬영을 통한 사면조사

대상사면에 분포하는 절리는 J1, J2, J3, J4 총 4set의 절리군으로 나눌

하여 불연속면의 특성 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3D영상을 분석하여 사

차하는 고각의 N-E의 주향을 가지는 절리군과 N-W의 주향을 가지는

암반관찰이 용이한 A구간에 대하여 지표지질조사와 SMX분석을 실시
면 내에 낙석 예상구역에 대한 SMX분석과 평사투영 해석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3 - 불연속면의 분석결과

수 있으며 수평에 가까운 층리면 방향의 불연속면인 J4를 수직으로 교
절리군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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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리군

경사/경사방향
연장(m)

J1

77/157

P1(<0.1m)

0.5~10.0

0.3~7.0

S2(0.6~2m)

거칠기(JRC)

6~8

슈미트헤머
반발치

81/082

P3(3~10m)

간격(m)

틈새(mm)

J2

42~54

J3

J4(층리)

P3(3~10m)

P3(3~10m)

0.3~7.0

0.2~6.0

84/342

S1(>2m)

S2(0.6~2m)

8~10

8~10

44~52

44~52

4/051

S1(>2m)
4~6

48~58

3. 드론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식생이 없는 A구간 일

대상지역에 대한 저고도 근접 항공영상 촬영은 DJI사 드론인 Inspire 1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3개의 지상기준점에 대한 측

3.1 대공표식 및 기준점 측량

ZenmuseX3 카메라를 이용하여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주
간격으로(총 10회) 촬영을 실시하였다. 9월 촬영은 비탈면의 제원을 확

인하기 위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후 10월부터의 촬영

부구역에 대한 촬영을 수행하였다.

량을 실시하였으며, 33개의 3차원 모델기준점을 설정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4 - 기준점 측량위치

3.2 항공영상 취득

또한 절대표정을 위하여 36개의 기준점 좌표값을 이용하여 광속조정

소를 자료처리에 이용하였다. 대상지역의 넓이와 체공시간, 종 중복도,

데이터의 정밀도는 평균 0.54cm로 조밀한 데이터가 취득되었다. 이러

촬영에 사용된 ZenmuseX3 카메라의 검정을 통해 산출된 내부표정요
횡 중복도, 촬영고도, 영상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촬영계획을 수립하고
Ground Station에서 촬영경로를 설정하여 자율비행 방식으로 항공영

상을 촬영하였다. 촬영 시 카메라의 기울기와 흔들림을 줄이기 위하여

비행속도는 5m/s로 하였으며 종중복도 70%, 횡중복도 70%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촬영된 항공영상은 카메라 내부표정요소와 무인항공기에 설치된 GPS

로 취득된 촬영위치의 근사값을 초기값으로 표정을 실시하였다. 중복

사진에서 특징 점을 추출하고 스테레오 매칭에 의해 초기 포인트 클라
우드 데이터(point cloud data)를 추출하였다.

을 실시하였는데, 광속조정 결과 대상지역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정사영상 및 수치
표면모형(DSM)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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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사면현황

그림 8 - 횡단면도

Average Ground
Sampling Distance
(GSD)
Image Coordinate System
Coordinate System
Output Coordinate
System

Camera model name
Georeferencing

WGS84

Korea 2000 / East Belt 2010
Korea 2000 / East Belt 2010
FC300X_3.6_4000x3000 (RGB)
FC350_3.6_4000x3000 (RGB)
36 GCPs (3D)

3.3 3차원 수치지형도 작성

대상지역에서 취득된 저고도 근접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비탈면에 대
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수치표면모
형, 정사영상, 등고선도 및 횡단면도의 현황정보를 취득하였다.

구축된 자료형식의 레스터 자료는 Geo-TIFF, 벡터 자료는 Shape, DXF

형식으로 출력하여 현황조사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 수치표면모형(DSM)

4. 시간경과에 따른 변위분석
4.1 개요

사면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방향성
을 가지지 않는 3차원 좌표 데이터이므로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구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점들에 대한 방향성을 계산하였
다.

사면에 대한 모델링 및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는 Pix4D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포인트 클라우드의 방향성 계산 및 상세 변위 분
석은 Open Source 프로그램인 Cloud Compare를 사용하였다.
그림 9 - 3D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그림 6 - 정사사진(Orthophotograph)

그림 10 - 시간경과에 따른 변위분석 개요

그림 7 - 3차원 등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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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위분석 결과

변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역에 대하여 월별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의 표면 식생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위가 발생한 영역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식생이 없는 A구간 일부
전월 촬영결과를 기준으로 모델상의 변위를 계산하였다. 변위 발생위

치는 낙석으로 분류할 수 있는 크기 및 모델생성시 나타날 수 있는 오
차를 고려하여 10cm 이상 변위가 발생한 위치를 표기하였다.

그림 11은 2개월 간 약 10㎝ 이상의 변위가 발생한 구간을 현장 전경

과 중첩시킨 결과이다.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역을 촬영 결
과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 암반의 거동에 의한
그림 11 - 월별 변위분석 비교

그러나 일부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암반

에 대해 추출은 가능하나 식생이 많이 자라고 있는 넓은 범위에 대해서
변위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영역을 좀

더 세분화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좀 더 세분화된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a) 9월~10월 변위 비교

(b) 10월~11월 변위 비교

(c) 11월~12월 변위 비교

(d) 12월~1월 변위 비교

4.3 변위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검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암탈락이 발생한 지점의 변위를 확인할 수 있었

등, 변형에 대한 정확한 값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변위 값을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암반사면의 변형관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

변위분석 결과 암반 사면 내에 식생의 분포로 인해 지반의 거동 특성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암반 사면 내에 인위적으로 약

0.1~0.3㎥ 규모의 낙석을 발생시키고 일부 영역에 대한 지반의 변형을

으며 실제 현장의 위치 및 깊이에 대한 변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
으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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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현장검증을 위한 변위분석
(a) 낙석발생 전

(b) 낙석발생 후

(c) 변위분석 결과

5. 결론

식생이 존재하는 사면의 넓은 영역에 대해 전반적인 변형 특성을 관찰

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절토사면에 대해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낙석, 암반이완, 균열 등) 특성에 대한 변위 관찰은 가능할 것으로 기

암반사면의 사진측량 기법은 과거 연구 결과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
어려운 지역의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불연속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
다.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 A구역을 2~3개의 소단별로 묶어 SMX분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으나 위험구간을 특정하고 부분적인 변형
대된다.

석을 실시하였으며, SMX분석과 3D영상 분석을 통해 사면 내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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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 선진 사례 탐방기

안전 중시하며 생활 밀착형으로 운영,
선진국 모험활동 및 수련시설에서 배우자
독일과 스위스의 모험 및 체험시설의 선진사례 방문을 통하여 정책적 방향 및 시설 현황, 시설전반에 관한
안전 및 인증기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운영방안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작
동하는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 선진국의 이러한 특징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 운영한다면 더 많은 사람
들이 지금보다 훨씬 선진화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외연수 개요

2018년 6월 감사원은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및 관리실태 조사’를 통

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짚라인(Zipline)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
해 중점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 결과 모험활동(체험활동) 시설의 운

표 1 - 연수 주요일정
구분

10/9

영관리, 안전관리자 배치 등 구속력 있는 국내 안전 규정 부재로 안전

10/10

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국민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10/11

이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Korea Youth Work Agency)은 국

10/12

한 모험활동시설의 안전관리 표준 규정 및 체크리스트 마련을 목적으

10/13

이번 국외 모험활동시설의 안전기준 선진사례 탐방을 위하여 정부관

10/14

박9일(2018년 10월9일 ~ 17일) 동안 독일 및 스위스를 방문하였는데,

10/15

모험활동시설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독일 및 스위스의 5개 전문기관

10/16

점검 및 활동 인증 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을 위해 표준화된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 청소년 모험활동시설 및 청소년 정책(안전점검, 인증)에 적용 가능
로 선진사례에 대한 국외연수를 추진하였다.

계자 및 시설 전문가, 진흥원 담당자 등 10여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7
연수 주요일정과 주요 이동 동선은 아래와 같다.

을 선정하였고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설치기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 교육 프로그램 등 조사하였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정석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생활시설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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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동선

출국(인천→독일)

하노버→데드몰트
→도르트문트

방문기관 및 지역
-

(기관)ERCA, 인터라크팀

도르트문트→퀼른

(기관)클레터파크 카뇬,

림부르크→프랑크푸르트

(기관)클레터발트 네로버그

→림부르크

(지역)퀼른, 림부르크

→하이델베르크

비스바덴, (지역)프랑크푸르트

→오펜부르크

칼스루에

하이델베르크→칼스루에
오펜부르크→스트라스부르
→콜마르→취리히
취리히→융프라우
→인터라켄

(지역)하이델베르크,

(지역)스트라스부르, 콜마
르

(지역)융프라우, 인터라켄

인터라켄→샤프하우젠

(기관)어드벤처파크 라인폴,

입국(스위스-인천)

-

→취리히

샤프하우젠, 취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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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주요 이동 동선(독일→스위스)

3

4

Kletterwald

- 네로버그의 암벽 등반

Wiesbaden

로프 코스 시설

neroberg

Adventure Park
Rheinfall

숲은 유럽에서 가장 큰
- 자연목 이용 스위스

최대 야외 챌린지 종합
시설

2. 독일 및 스위스 청소년 정책 및 현황 소개1)
○ 독일 청소년 정책 및 활동

한국의 여성가족부에 해당하는 독일의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아

동 및 청소년 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의 발달
을 촉진시키거나, 청소년의 관심을 연계해 주거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주는 서비스들과 시설
표 2 - 국외 방문기관 선정기준 및 벤치마킹 사례
구분
1
2

선정기준

야외 챌린지
종합시설

3

4

클라이밍
시설

5

청소년활동
체험시설

시설명

인터라크팀
(Interakteam)

클레터워드 네로버그
와이드바던
(Kletterwald neroberg
Wiesbaden)
어드벤처파크 라인팔
(Adventure Park
Rheinfall)
클레터파크 카뇬
코르바일러
(Kletterpark Canyon
Chorweiler)
Twin paragliding
(패러글라이딩)

표 3 - 국외 방문기관 주요 특징
구분
1

기관로고

시설명

ERCA(European
Ropes Course
Association)

2

Interakteam

3

Kletterpark
Canyon
Chorweiler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내부 검토자료 인용

들이 만들어지는 청소년지원의 장이다”(BmfFSF, 2007)라고 설명하고
벤치마킹 사례

있다.

그리고 개방의 집(Hauser der Offenen Tur), 청소년센터(Jugendzentren)
와 같은 청소년기관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
점적인 청소년사업에는 국제청소년 교류, 청소년 여가, 청소년 상담 등

- 모험활동시설 설치기준
- 점검 및 관리기준
- 모험활동 운영사례
(프로그램, 안전사고,
지도자 양성 등)

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가는 곳에는 놀이와 음악의 이동식

서비스가 제공되며, 인터넷카페와 컴퓨터 활용 공간은 새로운 미디어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청소년사업들은 독일
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청소년들은 스포츠 청소

년, 적십자 청소년, 소방 청소년 등과 같은 전통 있는 단체들에 회원으

로 가입하고 있고 교회나 조합, 또는 지방 청소년센터들은 청소년 모임
위험도가 높은 체험활동
(패러글라이딩) 운영방법

기관 특성

- 설계, 설치, 운영, 교육,
점검 등 모험시설 관련
총괄기구

- 자연목을 이용한 야외
종합 챌린지 시설
- 챌린지 시설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전문회사
- 생활권 특성화 시설
(실내 클라이밍 중심)

들의 연결점이 된다.

독일은 생활체육을 시행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

년들은 청소년스포츠 단체에 가입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일상생
활 속에서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조사 결과 독일의 청소년스포츠 활동 관련 시설은 국가 전체적

으로 128,16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청소년활동은
이미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후나 주말 여가 시간에는 대부
분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스위스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스위스는 청소년정책의 해당 연령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 담당부서는 연방내무부(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이다. 이곳

은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특별부서로서 아동·청소년 진흥,
아동·청소년 권리, 아동·청소년 참여에 관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스위스는 사회,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발전을 토대로 여러 문제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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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가족, 노년층과 관련한 문제들을 함께 다루

ERCA에는 레크레이션 클라이머, 숲 어드벤처 파크 방문객 또는 로프

부는 여러 주와 지방 자치 단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비정

마련되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교사, 학부모 또는 관리자를 위한 고

며 세대 간의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

부 기구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정부 위원
회와 가족 담당 연방정부 위원회가 협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3. 방문기관별 주요 특징 및 사례소개

ERCA(European Ropes Course Association)

첫번째 방문기관인 ERCA는 모험활동 관련 로프 코스를 운영하는 협

코스 시설을 찾는 그룹 리더와 비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로프 코스가
객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RCA에서는 고품질의 시설과 안전 및 감독이 로프 코스 산업에서 중
요하다고 보고 교육 훈련 기관이나 검사기관에 직접 연락하면 교육 및
검사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청소년 모험 활동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과정, 판매용 장비 등도 준비돼 있다고 한다.

회였다. 이곳은 강사, 구조대원, 건축가 및 안전검사원 등을 양성하는

Interakteam(인터라크팀, 독일)

육 및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최적화하여 주

시설로, 유소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험활동시설이다. 이곳은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로프 코스의 건설, 안전검사, 교

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CA 관계자는 청소년
모험 활동과 관련된 지식의 교환, 안전 연구 및 품질 개선 등이 청소년
모험 활동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사진 1 - ERCA(독일) 기관방문 단체사진

두 번째 방문기관인 Interakteam은 자연목을 이용한 야외 종합 챌린지
자연목 위에 플랫폼(체험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안전지대) 및 고정 방식

을 4년 전부터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설치된 방식은
나무조각 8개를 자연목에 고정한 형태였는데, 나무조각이 자연목을 누
르는 바람에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시설 훼손이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은 나무중앙을 직경 20mm의 스
텐볼트로 관통하여 고정하는 형태였다. 이렇게 하면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플랫폼의 확대가 가능하더라는 것이었다. 이는 나무의 손상을 최
소로 하는 친환경적인 모험활동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사진 3 - 인터라크팀 모험시설 전경

사진 2 - ERCA 주변 전경

사진 4 - 인터라크팀 모험시설 전경

04
사진 5 - IAPA 협회 주관 모험시설 가이드북

Interakteam은 팀 위주의 교육기관으로, 야외 행사 및 높은 로프 코스

에서 지속적으로 체험 가능한 모험 활동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곳이다.
Detmold와 Bielefeld에 위치한 공원은 학교 수업부터 스포츠팀, 회사

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룹 활동을 제공한다. 가족 및 등산 애호가들
을 위한 시설도 준비되어 있다. 아름다운 자연, 부드러운 산과 흥미로

운 숲인 Teutoburg Forest는 모든 야외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이상

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야외 활동이 불가능한 날씨일 때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다.
Kletterpark Canyon Chorweiler(독일)
사진 6 - 모험시설 플랫폼 상세 사진

Kletterpark Canyon Chorweiler는 도심에서 떨어진 협곡에 위치해 있
다. 이곳에는 초심자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암벽 코스도 있다. 이곳

은 독일 최초의 비영리 워크샵으로 운영되며, 암벽 활동을 위한 홀이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은 자유롭게 암벽 등반

인터라크팀 모험시설 전경

활동, 서커스, 댄스, 연극, 예술 등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 캠프가 자주 열리는데, 가장 있기 있는 캠프는 분기별로 열

리는 캠프라고 한다. 암벽 등반과 서커스 등의 활동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 9 - Canyon 인포메이션 센터
사진 7 - 인터라크팀 코스 안내도

인터라크팀 모험시설 전경
인터라크팀 모험시설 전경

사진 10 - Canyon 실내암벽 및 스카이웤 전경
사진 8 - 인터라크팀(독일) 기관방문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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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생활권에서 특성화된 시설로, 실내 클라이밍이

나라도 레저 개념의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독

로 제작되어 친환경적이었는데, 하루 이용자가 평균 200명 정도라고

험활동시설이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내 인공암벽 시설은 모두 나무
했다. 운영 수입의 대부분은 시설 보완 및 점검에 쓰이고 있었다. 우리

일에서는 이미 협회와 민간이 함께 시공,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모
다.

사진 11 - Canyon 실내암벽(12M) 전경

사진 12 - Canyon 실내암벽(초보코스) 전경

사진 13 - 암벽등반 시 난이도에 의한 홀드 분류

사진 14 - Canyon 기관방문 단체사진

사진 15 - 암벽등반 볼더링 종목의 홀드 정면

사진 16 - 암벽등반 볼더링 종목의 홀드 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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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tterwald Neroberg Wiesbaden(독일)

니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 마련을 최우

다. 초보의 어린이 코스부터 Super heavy Treeman 코스까지 모두 18

네로버그의 하이라이트는 굴곡진 케이블카 코스, Super heavy

네로버그의 암벽 등반 숲은 유럽에서 가장 큰 로프 코스 시설의 하나이

개의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나무에서 나무로, 오래된 오크나무와 목재
구조물을 오갈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연습용 및 아동코스는 1.5m 높

이에서 시작되며, 가장 높은 코스는 24m 높이로 나무 꼭대기까지 이
어진다. 이곳 위스바덴 지역의 산은 독특한 장소에 있는 암벽 등반 숲
으로, 2006년 이래로 숲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확장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수익성을 내세워 개발에만 치중하는 현대화 공간이 아

선으로 한다.

Treeman 코스, 24m 고공 체험과 파트너 동반 코스 등이 있다. 이곳은
20년 동안 높은 로프 코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최신 기준

에 따라 다양한 안전정치가 구비되어 있으며, 매일 점검하고 매월 상세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외부 테스트 센터에서도 방문을 통해 검
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사진 17 - Neroberg 모험활동시설 전경

사진 18 - Neroberg 어린이 모험활동시설 전경

사진 19 - Neroberg 안전 장구류 및 피팅공간

사진 20 - Neroberg 모험활동시설 플랫폼

사진 21 - Neroberg 기관방문 단체사진

사진 22 - Neroberg 트레이너 인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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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 짚라인 이용 수직 사다리

사진 24 - 모험활동시설 이동형 수직 사다리

Adventure-park Rheinfall(스위스)

곳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시설정비를 통해 스위스에서도 가장 넓고 큰

야외 챌린지 종합시설이자 활동체험 공간이다. 궂은 날씨에도 할 수 있

있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연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본 시설은 스위스 Rheinfall 국립공원에 위치한 자연목을 이용한 최대
는 활동들이 준비돼 있는 이곳은 실내 암벽 등반, 볼링, 수영, 배드민턴
등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체험 공간도 있다.

이용객들은 주로 학교 수학여행, 레크리에이션, 체험활동 등을 위해 이
사진 25 - Adventure-park 모험활동시설 플랫폼

로프 공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시설 앞에는 라인 폭포가 자리하고
다.

Adventure-park Rheinfall 역시 독일 모험활동시설과 마찬가지로 남

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엄격하게 승인된 재료 사용, 지속적
인 예산 투입 및 유지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 26 - Adventure-park 기관방문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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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 와이어 로프 클립 전경

사진 28 - 모험활동시설 체험 전 교육영상 전경

4. 국외연수 후기

둘째, 모험활동시설 관련 기관에서 습득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성

시간을 지나 독일과 스위스에서 맞이한 7박 9일 간의 여정. 상상으로

관을 직접 찾아가 안전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공단 입사 후 처음으로 맞이한 공식 해외출장.... 대한민국을 벗어나 13
시작된 유럽 방문의 설레임과 국내 청소년 모험시설의 안전기준 마련
이라는 사명감을 동시에 갖고 해외출장을 마무리했다.

돌이켜보면 9일 간의 빡빡한 일정과 1,200km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으
로 이어지는 강행군이었다. 덕분에 일정 후반에는 온몸에 파스를 붙이
고 감기몸살로 심신이 함께 지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단원 모
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
을 다했다. 그렇게 한마음으로 협력한 결과 선진국의 우수 모험시설과
관련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해외출장을 통해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듯 하
다.

첫째, 국외 모험 및 체험시설의 선진사례 방문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정책적 방향 및 시설 현황, 시설전반에 관한 안전 및 인증기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운영방안 등 체계적인 프로
세스가 원활히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29 - 독일 쾰른 대성당에서 단체 사진

과가 있었다. 독일 및 스위스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모험활동시설 기
자료를 입수할 있었다. 모험시설협회의 정식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가이드북 및 정보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향후 국내 청소년 모험활동시설의 안전기준을 개선하
고 개정하는 데 매우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셋째, 국제적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들 수 있다.
유럽의 모험활동시설은 참여 시민의 규모가 매우 크다. 자연스럽게 해

당 지역에는 많은 모험활동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번에 만난 현지
의 협회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한국을 방문해 그

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실제로 독일
과 스위스의 일부 기관은 우리나라와 교육 및 인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험활동시설의 특징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 운영한다면 전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선진
화된 시설을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30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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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 독일 쾰른 대성당 전경

사진 32 - 스위스 융프라우호 정상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