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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겨울철에 발달한 대륙성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한기를 

분출(cold-air outbreak) 시킬 때, 한대 기단(polar airmass)이 

따뜻한 동해의 따뜻한 해수면과 접촉하면서 변질되는 상황

에서 주로 중α규모(meso-α-scale)와 중β규모(meso-β-scale) 

요란(disturbance)들로 구분되는 다양한 소용돌이(vortex)들

이 발달한다는 것이 종종 보고되어 왔다(Asai and Mi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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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0일 동해상에서 발달한 다중 규모를 가진 

중규모 저기압: 민감도 수치실험

A Meso-scale Low System with a Multi-scale Structure, Developed 

over the East Sea on 20 January 2017: Sensitivity Experiments

김유진*⋅이재규**

Kim, Yu-Jin*, and Lee, Jae Gyoo**

Abstract

To reveal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a multi-scale structure with a meso-scale low system that was developed over the East

Sea on 20 January 2017, a series of sensitivity experiments on several forcing factors were conducted using the WRF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 model, in which physical processes of condensational heating and surface sensible and/or latent heat fluxes

were switched on/off and the northern Korean mountain complex flattened. The main results of the sensitivity experiments indicated

that while condensational heating is the most important physical proces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so-α-scale low (main low),

surface heat flux (surface sensible heat flux and latent heat flux)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that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meso-β-scale low along the trough (shear zone). The important role of surface heat flux is reflected by the process, in which 

the low-level troposphere became stable when the surface heat flux was switched off, leading to a weakening of convective activity 

and relevant convergent flow along the trough. This resulted in a weak shear formation, leading to a restraint in the development 

of the meso-β-scale low in the trough.

Key words : Sensitivity Experiments, Meso-α-scale Low, Meso-β-scale Low, Heat Flux, Condensational Heating

요 지

2017년 1월 20일 동해상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의 다중 규모(multi-scale)의 발달과 관련된 기작(mechanism)을 밝히기 위해,

WRF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사용하여 물리과정(응결열, 표면 느낌열 및 숨은열 플럭스)의 차단 및

북한 산맥군을 편평하게 한 일련의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실험 결과는, 중α규모 저기압(주 저기압)의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물리과정은 응결열인 반면에, 표면열 플럭스(표면 느낌열 플럭스와 표면 숨은열 플럭스)가 중β규모 저기압이

기압골(시어 역)을 따라 발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물리과정이었다. 표면열 플럭스가 차단됨에 따라 하층 대기는 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대류 활동이 약해지면서 기압골에 따른 관련 수렴류도 약화되어, 기압골에서 시어가 약하게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기압골 내에서 중β규모 저기압의 발달이 억제되는 과정은 표면열 플럭스의 중요한 역할을 나타낸다.

핵심용어 :민감도 실험, 중α규모 저기압, 중β규모 저기압, 열 플럭스, 응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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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Asai, 1988; Ninomiya and Hoshino, 1990; Ninomiya, 

1994; Tsuboki and Asai, 2004; Watanabe and Niino, 2014). 

Takeuchi and Uchiyama (1985)는 이 요란들 중에서 큰 규모

인 중α규모의 요란을 강한 상층의 한랭한 소용돌이에 동반된 

단파 기압골(short-wave trough) 하에서 발달한 극저기압(polar 

low)임을 언급하였다. 극저기압은 대략 200-1,000 km의 수

평규모를 갖는 강한 해양성 저기압이며, 거의 14 m s-1 이상의 

풍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접한 해안지역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을 내리게 하여 막대한 기상재해를 

일으키기도 한다(Rasmussen and Turner, 2003). 한편, 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β규모의 요란에 대하여 Yamaguchi and Magono 

(1974), Shimizu and Uchida (1974), Asai and Miura (1981), 

Kuroda (1992), 그리고 Yamagishi et al. (1992)과 같은 많은 

기상학자들이 레이더 반사도(reflectivity)를 근거로 동해에 

접한 일본열도의 해안근처에서의 중β규모 소용돌이도들을 

분석하였다. Asai (1988)는 통계적(1983-1984 겨울철 기간)

으로 동해상과 북서 태평양상에서 대략 200 km 이하의 

직경을 가진 중β규모 소용돌이가 빈번하게 출현하였으며, 

특히 중β규모 소용돌이들의 대부분은 한반도 중북부 해안에

서부터 일본의 혼슈의 남서쪽에 위치한 산인(San-in) 지역에 

이르는 영역과 그리고 홋카이도 섬의 서쪽 해상에서 출현하

였다고 언급하였다. Tsuboki and Asai (2004)는 동해상에서 

1990년 1월 23일 두 개의 중β규모 저기압들이 중α규모 

저기압 안에서 발달하고 있음을 기상위성과 기상레이더에

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다중규모(multi-scale) 구조와 발달 

기작을 명확히 하기 위해 JSM (Japan Spectral Model)을 

이용한 수치실험과 2~3개의 발달 요인(factor)에 대한 민감

도 실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중α규모 저기압은 중β규모 

저기압이 형성되고 발달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중β규모 저기압의 움직임에 영항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강

한 소용돌이도가 수십 km의 폭을 가진 좁은 시어 역(zone) 

안으로 집중될 때, 중β규모 소용돌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

서 순압 시어 불안정(barotropic shear instability)의 지배적인 

역할이 기대되어 왔으며, Asai and Miura (1981) 그리고 

Nagata (1993)는 동해상의 JPCZ (the Japan sea Polar air-mass 

Convergence Zone)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강한 소용돌이도 

띠(belt)를 하나의 기본 시어 역(basic shear zone)으로 여겨, 

이 시어 안에서 중β규모 소용돌이들이 순압 시어 불안정과 

함께 발달한다고 제안하였으며, Nagata (1993)는 JPCZ 구름 

띠를 따라 발달하는 중β규모 소용돌이들의 실제 사례(1990

년 1월 24일)를 대상으로 고분해능의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이러한 제안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추적 알고리즘(Track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북동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PMCs (Polar mesocyclones)에 대해 복합분석(Composite 

analysis)과 수치모의(Numerical simulation)를 수행하여 

PMCs의 일반적인 구조와 환경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루어

졌다(Watanabe et al., 2016; Yanase et al., 2016).

이와 같이 동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중규모의 저기압에 

대한 국내 연구의 경우, Lee et al. (1998)은 중규모(mesoscale) 

저기압은 상층 종관규모 한랭 소용돌이의 영향하에서 강한 

경압성이 있는, 그리고 저기압성 순환이 형성된 하층 대기에

서 생성되었음을 밝혔으며, 그리고 산악 지형, 따뜻한 해수

면, 일변화에 따른 열적 강제력(diurnal thermal forcing) 그리

고 숨은열 방출(latent heat release)의 효과들이 중규모 저기

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물리적인 요인들의 역할을 논의한 

바 있다. Lee et al. (2016)은 관측자료와 ERA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Reanalysis) 

-Interim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동해남부해상에

서의 극저기압 생성 및 발달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극저기

압이 생성되고 발달하는 배경에는 상층 한랭저기압과 이에 

동반된 단파 기압골, 주 저기압(major low) 그리고 한대 

기단 분출과 같은 대규모 순환시스템이 존재하였음을 밝혔

다. 그리고 Kim et al. (2017)은 극저기압에 대한 WRF 민감도 

수치실험 연구에서 응결열이 극저기압의 급격한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리과정이며, 표면열 플럭스는 하부대기 

성층을 불안정하게 하여 적운대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위 대기를 변화시켜 극저기압의 초기발달 단계에서 중요

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Lee and Kim (2018)은 우리나라 

동해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극 저기압 사례를 대상으로, 산악

지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설정한 WRF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여, 한반도 북쪽 산맥군의 존재가 극저기압 발달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 주었으며, Watanabe et al. (2017, 2018)와 

Stoll (2021)에서도 극저기압의 발달과 관련하여 한반도 북

쪽 산맥군과 그 풍하측에서 부는 바람 시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동해상에서 발생하는 중규모 소용돌이 요란에 

대한 국내 연구의 경우, 주로 극저기압과 같은 규모가 상대적

으로 큰 중α규모 저기압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레이더 

에코나 구름 영상에서 확인되는 중β규모 소용돌이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β규모 

소용돌이에 동반되는 강한 바람 시어와 돌풍은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운행 및 어선의 어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에, 재해 경감 차원에서 중β규모 소용돌이에 

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뇌전을 동반한 기습 폭설(6시간 동안 북강릉 약 30 cm 이상)

과 관련된 중β규모 소용돌이를 동반하고 있는 중α규모 저기

압 사례(2017년 1월 20일 사례)를 대상으로 WRF 수치모델 

V3.8.1 (Skamarock et al., 2008)을 구동하여, 중규모 저기압

들의 발달과 관련하여 표면 느낌열(sensible heat, 현열)과 

숨은열(latent heat, 잠열) 플럭스, 그리고 응결열 등을 차단하

는 민감도 실험과 북한 산맥군(the northern Korean mountain 

complex)의 지형을 제거한 민감도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중β규모 소용돌이를 포함하는 중규모 저기압 발달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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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중요 물리 요인들의 역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수치모델 설정 및 수치실험에 대해 설명하

고, 3장에서는 관측 분석을, 4장에서는 수치실험 결과 분석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관측 분석(observation analysis)

이 사례 연구에서 관측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지상과 500 hPa 일기도 그리고 천리안위성(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COMS) 한반도 합성영상 자료, 

레이더 영상(Constant Altitude Plan Position Indicator, CAPPI) 

1.5 km 영상으로 반사도를 Z-R관계식을 이용하여 지상 강수

율로 전환한 영상) 자료 그리고 기상청 낙뢰 장비에서 관측된 

낙뢰도이다.

먼저, 2017년 1월 19일 지상일기도를 보면, 종관규모 저기

압이 일본 열도 남쪽 해상을 지남에 따라 1월 19일 1200 

UTC (Fig. 1(a))에 동해안에는 기압골이 형성되었으며, 산동

반도 부근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6시간 후인 1800 

UTC (Fig. 1(b))에는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이 동해

상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의 기압골과 결합하면서 하나의 

중규모 저기압(중심 기압 1,013 hPa)으로 발달하였다. 1월 

20일 0000 UTC (Fig. 1(c))에, 이 중규모 저기압은 느린 

속도로 남동진하면서 보다 발달하여 중심 기압이 1,006 hPa

까지 하강하였으며, 함흥 인근의 동한만 쪽으로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다. 참고로, 20일 0200 UTC의 위성영상(Fig. 

2(b))에서는 이 중규모 저기압은 극저기압으로 발달하여 

저기압 중심 부근에서 소용돌이치는 나선형 구름 띠(spiral 

cloud band)를 볼 수 있다. 20일 0600 UTC의 지상일기도(Fig. 

1(d))에서도 이 극저기압은 중심기압이 1,002 hPa로 약간 

더 발달하면서 느린 속도로 남동진 하였으며, 20일 1200 

UTC (그림 생략)에는 일본 혼슈지역에 상륙하면서 약화되

었다.

한편, 상층 일기도를 보면, 1월 19일 0600 UTC (Fig. 

3(a))에 상층 한랭 기압골(upper-level cold trough)이 화북지

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6시간 후인 1200 UTC (Fig. 3(b))에는 

상층 기압골은 서서히 동진하여 발해만 부근에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어, 이 상층 기압골 전면에서의 역학적인 발산으

로 상층 기압골 동쪽에 위치한 지상 저기압은 하층에서의 

상승운동으로 인해 잘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19일 1800 

UTC (Fig. 3(c))에 상층 기압골은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서해상에 기압골의 축이 놓여있으며, 20일 0000 UTC (Fig. 

3(d))에 이르러 상층 기압골의 진폭이 더 커졌으며, 기압골의 

축이 강원지역을 지나 전라도지역 쪽으로 놓여있으며, 한기

의 핵(cold core)을 보여주는 -40 ℃ 등온선은 중부 이북지역

까지 남하해 있는데, 이러한 상층에서의 강한 한기의 접근은 

대기 불안정을 야기 시키게 된다. 20일 0600 UTC (Fig. 

3(e))에는 이 상층 기압골은 동진하여 동해 먼 해상에 놓이게 

되어 동해상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20일 

1200 UTC (그림 생략)에는 이 기압골의 축은 보다 동쪽으로 

이동하여 일본 혼슈지역에 놓이게 되었다.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보면, 먼저 20일 0000 UTC의 

위성영상(Fig. 2(a))에서는 속초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약 

370 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적운-적란운(Cu-Cb) 

Fig. 1. Surface Weather Charts for (a) 1200 UTC 19, (b) 1800 UTC 19, (c) 0000 UTC 20, and (d) 0600 UTC 20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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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계(convective system) 및 층운 계통의 광범위한 구름들

(C1으로 명함)이 동해상을 덮고 있으며, 그리고 동해중부 

먼 바다에서 시작하여 원산 인근지역까지 남동-북서 방향으

로 광범위하게 Cu-Cb 대류계(C2로 명함)가 덮고 있는데, 

이러한 C1과 C2는 앞의 지상일기도에서 언급한 중규모 

저기압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20일 0200 UTC (Fig. 2(b))에

는 이 C2가 보다 더 남하하여 울릉도 부근에서 시작하여 

강릉 부근을 덮고 있다. 한편, 동해 먼 바다에 위치한 C1은 

거의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C1에서 저기압 중심 부근으

로 소용돌이치는 나선형 구름 띠(S1)를 볼 수 있어, 이 중규모 

저기압이 약 1,000 km 내외의 규모(중α규모)를 갖는 극저기

압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일 0400 UTC (Fig. 

2(c))에는 C2가 동해중부 먼 바다에서 삼척 부근으로 동서로 

배열되어 남하하였으며, 20일 0600 UTC (그림 생략)에는 

C2가 포항 부근까지 보다 더 남하하였다. 중소규모 요란들을 

잘 보여주는 레이더 영상을 보면, 20일 0000 UTC (Fig. 

4(a))에는 약 5 mm hr-1 정도의 강수율을 보이는 강수 에코들

이 원산 부근에서 시작하여 고성 부근까지 해안을 따라 

하나의 띠(band) 모양으로 덮고 있으며, 또 하나의 에코 

띠는 대략 속초 부근에서 시작하여 동남동 방향으로 약 

Fig. 3. Upper-Air Weather Charts of 500 hPa for (a) 0600 UTC 19, (b) 1200 UTC 19, (c) 1800 UTC 19, (d) 0000 UTC 20, 

and (e) 0600 UTC 20 January 2017

Fig. 2. Composite Images of COMS Satellite for (a) 0000 UTC 20, (b) 0200 UTC 20, and (c) 0400 UTC 20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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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km에 이르는 거리까지 뻗어 있으며, 그 에코 밴드 안에 

약 10 mm hr-1 정도의 강수율을 보이는 보다 발달한 에코들이 

위치해 있다. 20일 0210 UTC (Fig. 4(b))에는 전 시간에 

원산 부근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을 따라 고성 부근까지 내려

왔던 띠 모양의 에코는 발달하면서 남하하여 강릉 부근까지 

덮고 있다. 이 에코 띠의 영향으로 북강릉에서는 0200 UTC에

서 0700 UTC 사이에 약 31 cm의 눈이 뇌전과 함께 내렸다. 

그리고 속초 부근에서 시작하여 동남동 방향으로 약 100 

km에 이르는 거리까지 뻗었던 또 다른 에코 띠는 더욱 발달하

면서 남하하여, 강릉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동해중부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이더 영상에 표시한 L2와 L3주위로 

저기압성 방향으로 발달된 에코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L2와 

L3의 에코역 규모가 대략 50 km 내외로, 중β규모에 해당하였

다. 참고로 20일 0215-0225 UTC 낙뢰도(Fig. 4(d))를 보면, 

발달된 에코들의 분포와 대응되게 강릉 부근의 낙뢰역, 그리

고 L2와 L3에 대응되는 낙뢰역들을 잘 볼 수 있다. 20일 

0500 UTC (Fig. 4(c))에는 에코 밴드들이 다소 약화된 채 

울진 이남으로 남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이더 영상에서 

포착되는 중β규모의 소용돌이들은 관측망이 소한(sparse) 

지상과 상층 종관일기도 상에서는 잘 분석되지 않았으나 

뒤에서 언급할 WRF 고분해능 수치모의에서는 유사하게 

잘 모의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 관심사항인 중β규모의 

소용돌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물리적인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고분해능의 수치모의 및 민감도 수치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수치모델 설정 및 수치실험

사례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수치모델은 WRF 중규모 수치

모델 V3.8.1이며, 모델의 계산 영역은 총 2개로, Domain 

1의 격자 간격은 4 km 그리고 Domain 2의 격자 간격은 

1.5 km로 각각 나누어 설정하여 둥지격자체계로 구성 하였

다. Fig. 5는 수치모델의 계산 영역인 Domain 1과 Domain 

2를 보여준다. 물리과정은 WDM (WRF Double-Moment) 

6-class Microphysics scheme (Lim and Hong, 2010)을, 대기

경계층은 YSU (Yonsei University scheme) 기법(Hong et 

al., 2006)을 사용하며, 지표 모델은 Noah Land Surface Model 

(Chen and Dudhia, 2001)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격자 크기가 10 km 이하일 때에는 명시적 수분과정만으로도 

중규모 대류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Lee and 

Hong, 2006) 적운 대류 모수화 과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초기 

및 경계장은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에서 제공하는 6시간 간격의 ERA-Interim 

자료(0.25° × 0.25°)와 해수면 온도 자료는 0.083° × 0.083°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의 RTG_SST (Real-Time, Global, Sea Surface 

Temperature) analyses 자료를 이용하였다. 적분 시간은 2017

년 1월 19일 1800 UTC~20일 1800 UTC로 총 24 시간이다. 

WRF모델의 사양(specification)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동해 전체의 넓은 영역의 요란들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다 넓은 영역의 범위를 보여주는 

Fig. 4. CAPPI Radar Composite Images (mm hr-1) at 1.5 km

Altitude for (a) 0000 UTC 20, (b) 0210 UTC 20, and (c) 0500

UTC 20 January 2017, and (d) a Distribution of Lightning from

0210 UTC 20 to 0225 UTC 20 January 2017

Fig. 5. Nested Model Domains Used for the Simulation of 

Meso-Scale Cyclones. Domain Resolution is 4 km and 1.5 km,

Respectively. Topography (m)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Bottom of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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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1 (4 km 격자 간격)의 수치실험 결과를 주로 사용하

였으며 필요에 따라 Domain 2 (1.5 km 격자 간격)의 수치실험 

결과를 사용하였다.

중규모 저기압의 발달에 있어 어떤 물리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면열 플럭스(surface heat 

flux) 그리고 응결열(condensational heating) 등을 차단하는 

실험과 그리고 북한 산맥군의 지형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북한 산맥군의 지형을 제거한 실험 등 다양한 민감도 

수치실험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Table 2 참고). 규준

(Control, CNTL) 실험은 전체 물리과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정상적인 실험이며, NoSSHF 실험은 전체 물리과정 중에서 

표면 느낌열 플럭스(surface sensible heat flux)만을, NoSLHF 

실험은 표면 숨은열 플럭스(surface latent heat flux)만을, 

SHF 실험은 표면열 플럭스만(표면 느낌열 플럭스와 숨은열 

플럭스를 합친)을, NoCH 실험은 응결열만을 각각 차단한

(switch off) 실험이며, NoSHF_NoCH 실험은 표면열 플럭스 

및 응결열을 동시에 모두 차단한 실험으로, 수증기의 상

(phase) 변화에 따른 응결열과 표면열 플럭스를 모두 차단하

여 건조한 경압불안정만이 반영된 실험이다. 마지막으로 

NoNMT 실험은 북한 산맥군의 지형을 제거하여 편평하게 

한 실험으로 풍상측에 위치한 북한 산맥군의 지형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4. 수치실험 결과

WRF 고분해능 수치모델은 주 저기압의 위치와 저기압에

서 뻗어 나온 기압골에서 생성된 중β규모의 소용돌이들을 

실제와 유사하게 잘 모의하였다(4.1절 참고). 따라서 WRF 

고분해능 수치실험을 이용하여 주로 중β규모의 소용돌이들

의 발달 과정 및 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지상 기압장, 925 hPa 상대 소용돌이도 장, 

925 hPa 바람 장, 그리고 925~850 hPa 층과 850~500 hPa 

층에 대한 대류불안정도(

)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는 상당온위이다.

4.1 민감도 실험 분석

4.1.1 CNTL (규준) 실험 결과

Fig. 6은 2017년 1월 19일 2200 UTC를 시작으로 4시간 

간격으로 925 hPa 상대소용돌이도(상대와도) 장(field)을 

보여주며, 상대소용돌이도 장은 중β규모의 저기압 발달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925 hPa 상대소용돌이도 장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고도에서 가장 큰 상대소용돌이도의 크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이하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상대소용

돌이도는 소용돌이도라고 명함). 초기 발달 시간대인 19일 

2200 UTC의 CNTL 실험 결과(Fig. 6(a))를 보면, 저기압(중

심 기압: 1,002 hPa)이 38.1 °N / 132.5 °E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저기압영역 내에서의 최대 소용돌이도의 크기는 

41 × 10-4 s-1 정도이며, 이 저기압으로부터 기압골이 북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기압골을 중심으

로 북쪽에서는 북동기류가 그리고 남쪽에서는 북서기류가 

형성되어 있어 이 기압골은 하나의 시어 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시어 역 안에서 다양한 규모의 소용돌이들을 볼 수 있다. 

이 시어 역에서 가장 큰 소용돌이는 38.9 °N / 130.0 °E 부근에 

위치한 소용돌이로 최대 크기는 26 × 10-4 s-1 정도이며 그곳에 

닫힌 작은 저기압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규모가 큰 

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에서 중β규모 저기압이 생성되

고, 더욱이 규모가 큰 저기압에 의한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 

시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이 저기압을 이 연구에서

는 주 저기압(main low)이라고 부른다.

최성기인 20일 0200 UTC (Fig. 6(b))의 CNTL 실험 결과를 

Categories
Specification in the 

present study

Domains Domain 1 Domain 2

Grid Dimension 325 × 325 325 × 325

Horizontal Grid spacing 4 km 1.5 km

Vertical medel levels 40

Microphysics WDM 6

Planetary Boundary Layer YSU

Cumulus parameterization Not used

Land-Surface Model Noah Land Surface

Longwave radiation scheme RRTM longwave

Shortwave radiation scheme Dudhia shortwave

Grid nesting Two-way

Table 1. Specifications of WRF

Name of 

Experiments
Physical processes considered

CNTL
Control run with all the physical processes 

included.

NoSSHF
Surface sensible heat flux over the sea 

was switched off.

NoSSLHF
Surface latent heat flux over the sea was 

switched off.

NoSHF
Surface heat fluxes of sensible heat and 

latent heat were switched off.

NoCH Condensational heating was switched off.

NoSHF_NoCH

Surface heat fluxes over the sea and 

condensational heating were switched off 

(only baroclinic instability experiment).

NoNMT
The northern Korean mountain complex 

was removed to be a flat plain.

Table 2. The Names and Configuration of Seven Sensitivity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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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주 저기압(L1)의 중심이 약 37.9 °N / 132.9 °E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L1의 중심 주위로 강한 저기압성 순환을 

볼 수 있다. L1은 이전 시간보다도 더욱 발달하여 중심기압이 

997 hPa 정도이며, 저기압 주위에서의 최대 소용돌이도의 

크기는 42 × 10-4 s-1 정도이다. 한편, 주 저기압의 발달에 

따른 강한 저기압성 기류에 의해 주 저기압으로 부터 뻗어 

나온 기압골을 따라, 주 저기압의 북서 사분면(northwestern 

quadrant)에서의 강한 북동기류와 한반도로부터 유입되는 

북서기류 사이에서 시어 라인(shear line)이 이전 시간보다 

더 강해졌으며 주 저기압 주위의 저기압성 순환에 의하여 

시어 역의 축(남동-북서)이 동-서 방향으로 변하면서, 이전 

시간에 비해 다소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시어 역 안에서 

소용돌이가 중β규모의 저기압 L3 (중심기압 약 1,007 hPa)로 

발달하였으며, L3의 최대 소용돌이도 크기가 65 × 10-4 s-1 

정도로, 주 저기압의 최대 소용돌이도 크기에 비해 훨씬 

큰 값이다. 그리고 이 저기압으로부터 약 70 km 정도 떨어진 

곳에 중β규모의 저기압(L2)이 형성되었으며, 저기압 부근에

서의 최대 소용돌이도 크기는 36 × 10-4 s-1 정도이며, 중심 

기압은 약 1,007 hPa 정도이다. 그리고 이 외의 나머지 소용돌

이들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20일 0200 UTC의 수치모의 결과를 반사도로 표현한 영상

(Fig. 7)을 보면, 37.9 °N / 132.9 °E에 중심을 둔 주 저기압 

주위에서 나선형의 발달된 에코 띠들(E1)을 잘 볼 수 있어 

극저기압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릉에서 

울릉도 북쪽 해상에 이르는 동해중부해상에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한 두 개의 에코역, E2와 E3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강릉 영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에코들이 위치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20일 0210 UTC의 실제 레이더 

영상(Fig. 4(b))과 유사한 모습으로, 이런 유사성은 WRF 

수치모델이 중규모 소용돌이들을 잘 모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사례에 대해 적용할 민감도 실험이 기상학적

으로 의미있음을 보여준다. 20일 0600 UTC (Fig. 6(c))의 

CNTL 실험 결과를 보면, 주 저기압은 보다 동쪽으로 이동하였

으며, 주 저기압 주위의 저기압성 순환에 따라, 주 저기압으로 

부터 뻗어 나온 기압골의 축은 주위의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 포항 앞바다 

부근에 위치한 모습이며 이전 시간에 비해 크게 약해진 

모습이다. L3의 최대 소용돌이도 크기는 45 × 10-4 s-1 정도로 

전 시간보다 다소 약화되었으며, 특히 L2와 연관된 기압골이 

크게 약화되었다.

Fig. 8은 20일 0200 UTC의 500 hPa과 850 hPa 고도 

사이에서의 대류불안정도 

 의 분포를 적색의 농

도로 나타내었으며 보다 짙은 적색은 강한 대류불안정을 

의미한다. Fig. 8을 보면, 극저기압 주변과 특히 극저기압에

Fig. 6. Simulated 925 hPa Relative Vorticity (Blue Lines, 10-4 s-1) and Wind Vectors (m s-1), and Sea Level Pressure (Solid Lines,

hPa) Fields from CNTL Experiment for (a) 2200 UTC 19, (b) 0200 UTC 20, and (c) 0600 UTC 20 January 2017

Fig. 7. The Distribution of Simulated Reflectivity at 1.5 km 

Altitude in dBZ at 0200 UTC 20 January 2017. The Magnitude

of the Reflectivity is Represented with Color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the Bottom of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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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쪽 속초 부근으로 뻗어 나온 기압골을 따라 안정도가 

낮은 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이 기압골 안에서 형성된 중β규

모의 저기압 발달은 대기 성층의 불안정화와 연관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4.1.2 물리 선택(option)에 따른 실험 결과

여기서 언급할 민감도 실험은 총 다섯 가지로 표면 느낌열 

플럭스를 억제한 NoSSHF 실험, 표면 숨은열 플럭스를 억제

한 NoSLHF 실험, 표면 느낌열 플럭스와 표면 숨은열 플럭스 

모두를 억제한 NoSHF 실험, 응결 가열을 억제한 NoCH 

실험, 그리고 물리과정인 표면열 플럭스와 응결열 모두를 

억제한 NoSHF_NoCH 실험이다. 여기서는 주로 기압골

(shear zone)이 가장 발달했던 2017년 1월 20일 0200 UTC의 

민감도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Fig. 

9는 WRF 민감도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각 실험별로 

925 hPa 상대소용돌이도 장을 보여준다. 20일 0200 UTC의 

NoSSHF 실험 결과(Fig. 9(a))를 보면, 주 저기압 중심의 지상 

기압 값은 약 1,000 hPa로 CNTL 실험에 비해 약 5 hPa 정도 

기압이 상승해 있으며 이 저기압 주위의 최대 소용돌이의 크기

는 30 × 10-4 s-1 정도로 CNTL 실험에 비해 12 × 10-4 s-1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주 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의 경우, 

Fig. 8. Simulated the Surface Pressure (Silid Lines, hPa) Field

and the Distribution of the Vertical Stability (

) [Shaded;

K (350 hPa)-1] of the Layer between 500 and 850 hPa from

CNTL Experiment for 0200 UTC 20 January 2017

Fig. 9. Simulated 925 hPa Relative Vorticity (Blue Lines, 10-4 s-1) and Wind Vectors (m s-1), and Sea Level Pressure (Solid Lines, hPa)

Fields from (a) NoSSHF, (b) NoSLHF, (c) NoSHF, (d) NoCH, and (e) NoSHF_NoCH Experiments for 0200 UTC 20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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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L 실험에서 닫힌 저기압으로 모의된 L3가 NoSSHF 

실험 결과에서는 닫힌 저기압으로 모의되어 있지 않으며, 

L3 부근의 소용돌이의 최댓값이 약 29 × 10-4 s-1로 CNTL 

실험의 45% 정도로 소용돌이도가 약화된 모습이며 또한 

CNTL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L2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민감도 실험 결과는 표면 느낌열 플럭스가 소용돌이의 발달

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일 0200 UTC의 NoSLHF 실험 결과(Fig. 9(b))에서, 

주 저기압 중심의 지상 기압 값은 약 1,001 hPa로 CNTL 

실험에 비해 약 4 hPa 정도 기압이 상승해 있으며 이 저기압 

주위에서의 최대 소용돌이도의 크기는 약 27 × 10-4 s-1이며, 

CNTL 실험에 비해 15 × 10-4 s-1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기압골의 경우, 다소 약화된 모습으로 L3 부근의 최대 소용돌

이도의 크기는 약 33 × 10-4 s-1이며, 이것은 CNTL 실험의 

50% 정도의 크기로 소용돌이도가 약화된 모습이다. 또한 

NoSSHF 실험 결과처럼 CNTL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L2를 

역시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표면 느낌열 플럭스

와 유사하게 표면 숨은열 플럭스의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20일 0200 UTC의 NoSHF 실험 결과(Fig. 9(c))를 보면, 

주 저기압 주변의 최대 소용돌이도 크기는 약 26 × 10-4 s-1이며 

CNTL 실험의 60% 정도로 많이 약화된 상태이며 주 저기압

의 중심 기압은 1,002 hPa 정도로 약하게 모의되었으며, 

기압골의 축은 같은 시각의 CNTL 실험 결과에 비해 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쳤다. 그리고 기압골에서 볼 수 있었던 

중β규모 소용돌이들이 0200 UTC에서는 시어가 약화됨에 

따라 소용돌이도의 세기가 약화되어 10 × 10-4 s-1 이상의 

크기를 갖는 소용돌이들이 132 °E 경도선의 서쪽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모든 실험 중에서 유일하게 NoSHF 

실험에서만 나타난 수치실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

하면, 표면열 플럭스의 차단으로 인해 하층에서의 열 공급이 

끊김에 따라 하층 대기가 안정화되어, 기압골에서의 불안정

도가 감소되며 이에 따라 대류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 기압골 주위의 수렴류도 약화되어 시어 소용돌이도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면열 플럭스가 중β규

모 소용돌이들의 생성과 발달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oCH 실험 결과에서 19일 2100 UTC 이후부터는 극저기

압 주변의 소용돌이도 크기가 약 10 × 10-4 s-1 정도의 크기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여(그림 생략), 

20일 0200 UTC의 경우(Fig. 9(d)) 주 저기압 주변의 최대 

소용돌이도 크기는 약 17 × 10-4 s-1로, CNTL 실험의 40%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이며, 또한 주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1,005 hPa 정도로 거의 발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러한 

결과를 NoSHF 실험 결과와 비교해보면, NoCH 실험 결과에

서는 주 저기압 주위에서의 최대 소용돌이도 크기는 상대적

으로 작았으며 이에 따라 중심 기압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 저기압(극저기압)의 

생성과 발달에 있어 상대적으로 응결열이 표면열 플럭스보

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 

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은 상당히 약화되어 기압골 

안에서 형성되었던 저기압은 보이지 않으며, 기압골에 대응

되는 최대 소용돌이도의 크기는 17 × 10-4 s-1 정도로 CNTL 

실험 결과에 비해 아주 약한 강도를 보여준다. 정리하면, 

중α규모의 극저기압(주 저기압)의 경우, 응결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간규모와 시간규모에서 

작은 중β규모 저기압의 경우에는 표면열 플럭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순전히 건조 경압 불안정에 의한 소용돌이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NoSHF_NoCH 실험의 경우, 20일 0200 UTC 실험 

결과(Fig. 9(e))를 보면, 주 저기압 주변의 최대 소용돌이도 

크기는 약 15 × 10-4 s-1이며, 이것은 CNTL 실험의 36% 

정도의 크기로 민감도 실험 중에서 최대 소용돌이도 크기가 

가장 작으며, 또한 주 저기압의 중심기압은 1,006 hPa로 

가장 높은 중심 기압 값을 보여주어, 모든 민감도 실험 가운데

에서 주 저기압이 가장 발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건조 경압 불안정 과정만으로는 극저기압의 

빠른 발달을 설명할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표면열 플럭스와 

응결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 

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의 경우, 같은 시각의 CNTL 

실험의 기압골 위치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쳤다. CNTL 실험

에서 닫힌 저기압으로 모의된 L3이 NoSHF_NoCH 실험 

결과에서는 닫힌 저기압으로 모의되지 않았으며, 기압골내

에서의 소용돌이도의 최댓값이 약 12 × 10-4 s-1이며, CNTL 

실험의 약 18% 정도로 아주 약한 소용돌이로 모의되었으며, 

또한 CNTL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L2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즉, 단순히 건조 경압 불안정 과정만으로는 기압골내

의 중β규모 소용돌이들을 발달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Fig. 10은 각 민감도 실험별로, 500 hPa과 850 hPa 고도 

사이에서의 대류불안정도 

 의 분포를 적색의 농

도로 보여준다. NoSSHF 실험(Fig. 10(a))과 NoSLHF 실험

(Fig. 10(b))의 경우, 안정도가 낮은 영역의 분포와 불안정도

의 세기에 있어 CNTL 실험(Fig. 8)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NoSHF 실험(Fig. 10(c))과 NoSHF_NoCH 실험(Fig. 10(e))

의 경우, CNTL 실험과는 달리 극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에서는 대류불안정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압골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말하며, 

이런 안정화에 의해 대류 활동이 약화되어 주위로부터의 

수렴도 약화되고 이에 따라 시어도 약화되어 결국에는 중β

규모 소용돌이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해수면으로부터의 열 플럭스(느낌열과 숨은열 플럭

스)가 중β규모 소용돌이의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NoCH 실험(Fig. 10(d)) 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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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기압 주변과 기압골 부근에서 안정도가 낮은 영역이 

다소 광범위하게 위치해 있으며, 대기하층인 850 hPa과 

925 hPa 고도 사이에서의 대류불안정도 

 의 분포

(그림 생략)를 보면, 극저기압 중심 부근에서는 불안정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3 북한 산맥군을 편평하게 제거한 실험 결과

북한 산맥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산맥군을 편평

하게 제거한 실험(NoNMT)의 경우, CNTL 실험과 비교해 

볼 때 2100 UTC 부터 2300 UTC 까지 큰 차이가 없었으나(그

림 생략), 20일 0000 UTC부터 다소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

다. 20일 0000 UTC의 실험 결과(Fig. 11(a))를 보면, NoNMT

의 경우, 특히 129.5 °E에서 서쪽과 38.3 °N 북쪽 영역에서는 

CNTL 실험에 비해 보다 북풍에 가까운 바람으로 바뀌어 

이 영역에서는 시어가 다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NoNMT

의 경우, 속초 인근 해안선으로부터 60 km 정도 떨어진 

해상으로부터 동쪽으로만 10 × 10-4 s-1 이상의 소용돌이도들

이 형성되어 있다. 20일 0200 UTC의 실험 결과(Fig. 11(b))를 

보면, 주 저기압 주위의 최대소용돌이도의 크기는 39 × 

10-4 s-1 정도이며 CNTL 실험 결과에 비해 약간 작은 정도이

다. 주 저기압으로부터 뻗어 나온 기압골에 위치한 L3에 

대응되는 최대소용돌이도의 크기는 약 52 × 10-4 s-1이며, 

CNTL 실험의 80% 정도이다. 특히, 주 저기압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온 기압골은, 삼척인근 해안에서 동쪽으로 85 km 

정도 떨어진 해상까지 도달하였으며, 129.8 °E 서쪽 해상인 

동해중북부 앞바다에서는 10 × 10-4 s-1 이상의 크기를 갖는 

소용돌이도가 형성되지 않았다. 20일 0200 UTC의 925 hPa 

유선 분석(streamline analysis)도에서 CNTL 실험 결과(Fig. 

12(a))와 NoNMT 실험 결과(Fig. 12(b))를 비교해보면, 

NoNMT 실험에서는 북한 산맥군이 제거됨에 따라 산악지형 

상공에서의 복잡한 유선(streamline)이 거의 북풍 계열의 

유선으로 획일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함경도 

앞바다에서는 풍향이 북동풍 계열에서 북풍 계열의 유선으

로 전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산맥군의 영향으로 

굴절된(deflected) 바람이 미치는 영향은 주로 130 °E 경도선

의 서쪽 영역에 해당하는 영동중북부 해안지역과 그 앞바다 

Fig. 10. Simulated the Surface Pressure (Solid Lines, hPa) Field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Vertical Stability (

) [Shaded;

K (350 hPa)-1] of the Layer between 500 and 850 hPa for 0200 UTC 20 January 2017 from (a) NoSSHF, (b) NoSLHF, (c) NoSHF,

(d) NoCH, and (e) NoSHF_NoC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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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 산맥군의 지형효과로 인해 

기압골이 영동중북부 해안지역으로 보다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북한 산맥군의 지형이 적운-적란운 

무리(cluster)들이 생성되는 위치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민감도 실험별로 2017년 1월 20일 0200 UTC의 

주 저기압과 기압골 부근에서의 최대 상대소용돌이도의 

크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CNTL 실험의 경우, 주 저기압과 기압골에서의 최대 소용돌

이도의 크기가 가장 컸다. CNTL 실험을 기준으로 최대 

상대소용돌이도의 크기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주 

저기압(극저기압)의 경우, NoSHF_NoCH 실험이 가장 작았

으며, 그 다음으로 NoCH 실험, NoSHF 실험, NoSLHF 실험, 

NoSSHF 실험, 그리고 NoNMT 실험 순서로 작았다. 따라서 

응결열이 중α규모의 주 저기압 발달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

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표면열 플럭스가 중요한 

Fig. 11. Same as Fig. 6 Except for (a) 0000 UTC 20 and (b) 0200 UTC 20 January 2017 from NoNMT Experiment

Fig. 12. Simulated 925 hPa Streamlines and the Distribution of Wind Speed Valid at 0200 UTC 20 January 2017, from the (a) 

CNTL and (b) NoNMT. Wind Speed (m s-1)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Right of the Figure

Locations
Name of Exp.

CNTL NoSSHF NoSLHF NoSHF NoCH NoSHF_NoCH NoNMT

Shear zone 65 29 33 10 17 12 52

Main Low 42 30 27 26 17 15 39

Table 3. Maximum Relative Vorticities Around the Main Low and the Shear Zone from the Sensitivity Experiments at 0200 UTC

20 January 2017 (unit: 10-4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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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산맥군의 존재가 주 저기압

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일 작았다. 한편, 

주 저기압으로부터 뻗어 나온 기압골의 경우, 최대 상대소용

돌이도의 크기는 NoSHF 실험이 가장 작았으며, 그 다음에는 

NoSHF_NoCH 실험, NoCH 실험, NoSSHF 실험, NoSLHF 

실험, 그리고 NoNMT 실험 순서로 작았다. 따라서 기압골에

서 생성된 중β규모 소용돌이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표면열 플럭스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응결열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산맥군의 지형효

과가 기압골에서 생성된 중β규모 소용돌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제일 작았다.

5. 요약 및 결론

2017년 1월 20일 동해 먼 바다에 위치한 중규모 저기압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상층 한랭 기압골에 의해 나선형 구름 

띠를 가진 극저기압으로 발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극저기압

으로부터 북서쪽으로 길게 기압골(shear zone)이 형성되었

으며, 이 기압골을 따라 형성된 강한 시어에 의해 중β규모 

저기압들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2017년 1월 20일 사례를 

대상으로, 동해 먼 바다에 위치한 중α규모의 극저기압과 

그리고 이 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을 따라 형성된 

중β규모 저기압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기 위해, 표면열 플럭스 그리고 

응결열 등을 차단하는 실험과 그리고 북한 산맥군의 지형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산맥군의 지형을 제거한 

실험 등 다양한 민감도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사례연구

에서는 전체 물리과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정상적인 CNTL 

실험, 표면 느낌열 플럭스를 억제한 NoSSHF 실험, 표면 

숨은열 플럭스를 억제한 NoSLHF 실험, 표면 느낌열 플럭스

와 표면 숨은열 플럭스 모두를 억제한 NoSHF 실험, 응결열을 

억제한 NoCH 실험, 표면열 플럭스와 응결열 모두를 억제한 

NoSHF_NoCH 실험 그리고 북한 산맥군의 지형을 제거한 

NoNMT 실험을 수행한 실험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정상적인 CNTL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 시스템을 향하여 서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상층 한랭 

기압골로 인해, 상층 기압골 전면에서 역학적으로 형성된 

발산으로 하층에서는 수렴에 의한 상승운동이 강화되어 

주 저기압 및 이 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도 같이 발달하

게 되었다. 특히 주 저기압의 발달에 따른 강화된 남북 방향의 

기압경도력은 동해북부해상으로 강한 북동기류를 유입시킴

으로써 저기압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나온 기압골에서의 

시어를 강화시키며, 또한, 풍속 강화로 표면열 플럭스가 

커지면서 대기 하층을 가열시키고 반면에 상층 한랭 온도 

골(cold thermal trough)의 접근으로 인해, 상층이 냉각되면서 

대기 성층을 불안정하게 하여, 주 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을 따라 대류운의 생성과 발달을 촉진 시켰으며, 기압

골에서의 강한 시어로 인해, 조직화된 중β규모 소용돌이들

이 형성되었다.

다양한 민감도 실험 결과, 모의된 중α규모의 주 저기압의 

발달에는 응결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압골에서의 중β규모 저기압의 

발달에는 표면열 플럭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다. 즉, 

표면열 플럭스가 차단되면, 하층에서의 열과 수증기의 공급

이 끊김에 따라 대기 성층이 안정화되어, 기압골에서의 불안

정도가 감소하며 이에 따른 대류 현상이 억제된 결과, 기압골

에서의 수렴 및 시어의 약화로 중β규모 저기압이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겨울철 동해상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는 환경에는 

큰 경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압불안정은 중규모 저기압

이 발달하기 위한 필요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건조 경압 불안정만이 반영된 NoSHF_NoCH 실험에서는 

중α규모의 주 저기압의 강한 발달과 기압골에서의 중β규모 

저기압의 발달이 잘 모의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건조 

경압 불안정 과정만으로는 기압골내의 중β규모 소용돌이들

을 강하게 발달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잘 보여줘, 표면

열 플럭스와 응결열이 부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

음을 잘 보여주었다. 한편, NoNMT 실험에서, 북한 산맥군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주 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이 영동

중북부 해안지역으로 보다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 산맥군의 존재가 적운-적란운 

무리들이 생성되는 위치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주 저기압의 발달과 저기압에서 뻗어 나온 기압골의 

발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나머지 실험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가장 작았다.

동해상에서 발생하는 중β규모 소용돌이에 동반되는 강한 

바람 시어와 돌풍은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운행 및 어선의 

어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구름 영상이나 

레이더 에코에서 확인되는 동해상의 중β규모 소용돌이에 

관한 국내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동해상에서의 기상 관측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해상의 중β규모 소용돌이에 관한 이해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수치실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 기상 관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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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화로 인해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은 도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 대기 오염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의 

사용과 공장, 자동차의 밀집 및 증가로 도시 공기는 다양한 

종류의 유독 가스 및 매연으로 오염되며, 도시화가 진행될수

록 그 오염 정도가 심해진다(Barbera et al., 2010; Baklanov 

et al., 2016; Larkin et al., 2016; Wang et al., 2020).

이러한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한 일산화탄소(CO),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오존(O3), 중금속 및 미세먼지(PM2.5 및 PM10) 등의 대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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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방재

가로수의 생태학적 평가를 위한 i-Tree Eco 적용

Application of i-Tree Eco for Ecological Evaluation of Street Trees

나영린*⋅이도균**⋅김태진***

Na, Young Rin*, Lee, Do Gyun**, and Kim, Tae Jin***

Abstrac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are worsening due to urbanization. Urban street trees have the advantage of alleviating

environmental problems by carrying out air purific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obtain street tree information for efficient planting

and management of trees. In the present study, the i-Tree Eco model was applied to classify street trees according to species and 

diameter at breast height. The amount of air pollutant removal, carbon storage, carbon sequestration, and oxygen generation by

street trees was calculated. The field data of 43,124 street trees in Suwon, Korea, accounting for a total leaf area of 4,422,190

m2, including ginkgo, zelkova, and Japanese flowering cherry, were used. The total air pollutants (CO, NO2, O3, and SO2) removed

by street trees in Suwon were calculated as 7.93 ton/yr. The carbon storage, sequestration, and oxygen production accompanying

plant growth were 4,077, 299, and 797 ton/yr, respectively. Ginkgo was found to have the best efficiency in terms of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accounting for 30.3% and 31.5% of the total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respectively.

Key words : Street Trees, i-Tree Eco Model, Urban Air Quality, Carbon Emission Reduction

요 지

도시화에 따라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의 가로수는 정화 및 장벽 역할을 하는 등 환경 문제를 

완화한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가로수의 효율적인 식재 및 관리를 위한 가로수 정보 정량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Tree Eco 모델을 이용하여 수종 및 흉고직경에 따라 분류하고 가로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제거량, 탄소 저장량, 탄소

격리량, 산소 발생량 등을 산정하였다. 수원시의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 총 43,124그루의 가로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총 4,422,190 m2의 잎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원시 가로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CO, NO2, O3, SO2) 

제거량은 연간 7.93 ton으로 산정되었다. 탄소 저장량은 연간 4,077 ton이며, 격리량은 연간 299 ton, 식물성장에 동반되는

산소 생산량은 연간 797 ton으로 산정되었다. 탄소 저장량과 격리량은 은행나무의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탄소 저장량과 격리량의 30.3%와 31.5%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가로수, i-Tree Eco 모델, 도시 대기 질, 탄소 배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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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질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미한 

기도염에서부터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병, 폐암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또한, 단기 및 장기 노출은 조기 사망률 및 기대 

수명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Seaton et al., 1995; Brunekreef 

and Holgate, 2002; Bernstein et al., 2004; Kampa and Castanas, 

2008).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중 CO2, N2O 등은 온실가스로

서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다(Dessler and Theater, 2002; 

Eggleston et al., 2006; Dodman, 2009; Manabe, 2019; Mikhaylov 

et al., 20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 내 녹지 조성은 대기 오염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owak, 2002; Bottalico 

et al., 2016; Russo et al., 2016; Endreny et al., 2017; Fusaro 

et al., 2017). 나무는 식물 표면으로 입자 물질을 차단하고, 

잎 기공을 통해 기체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제거한다(Nowak 

et al., 2014). 또한, 도시 내 나무는 조직의 이산화탄소로부터 

대기 탄소를 격리시키고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변화시켜 

대기 오염을 완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 

전원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Abdollahi and Ning, 2000; Davidson et al., 2007; Nowak, 

2010; Nowak et al., 2013; Alonzo et al., 2014). 나아가 가로수

는 오염원과 수용체 사이에서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염원 가까이에 수목이 있을 때 그 오염농도는 최대 85%까

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ong et al., 2017).

이처럼 도시 내 녹지는 대기 질의 향상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다주는데, 이 중 가로수는 협소한 도시 공간에 효과적으

로 녹지를 확보하는 수단이다(Sung and Min, 2003). 하지만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시 밀집 지역에

서의 토지 이용 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린인프라의 

이익과 경제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있는 가로수와 같은 다양한 수목 구성요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Bottalico et al., 2016). 따라서, 그린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창출되는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 및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식재하여야 하며(Vieira et al., 2018), 배식 종, 

배식 수, 배치 위치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료를 활용한 

가로수의 합리적인 배치가 중요하다(Kwon et al., 2019).

이에 가로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실행되어왔다. 도시 산림구조, 대기 오염 및 기상 자료를 

i-Tree Eco 소프트웨어에 대입하여 공기 정화, 기후규제의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학적, 물리학적, 경제적 측면의 자연적 

휘발성유기화합물(Biogenic Volatile Organic Compound, 

BVOC) 배출에서 비롯된 유해 대기 오염을 정량화한 연구

(Baró et al., 2014)에서는 2008년 바르셀로나 수목에 의한 

월별, 오염물질별 대기 오염 감축률, 탄소 저장 및 탄소 

배출량(기후 변화 관련), BVOC 배출량, 대기질 및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도시 숲의 기여도에 대한 데이터를 창출하였다. 

i-tree tool을 이용하여 런던 시내의 나무로 인한 환경적 가치

를 평가한 연구(Farrell, 2015)에서는 런던 도시의 숲 구조와 

구성, 생태계 서비스, 구조적 가치 등의 데이터를 얻었다. 

이 외에도 여러 선행 연구에서 i-Tree 모델을 통해 가로수에 

의한 편익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가로수 자료 

구축 및 대기질 예측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i-Tree Eco 

Model을 활용하여 가로수 특성 및 대기오염물질 제거량, 

탄소 저장량, 탄소 격리량, 산소 발생량을 추정하여 가로수의 

도시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다. 현장 자료(field data)를 

활용하여 이론과 실제의 오차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서 조사 및 정리된 자료는 향후 도시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매뉴얼과 가로수 데이터의 누적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로수 식재 후 도심 

대기질과 기존의 대기질과의 비교 및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시 대기질 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2.1 대상 지역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내의 

가로수이다. 수원시의 가로수 자료는 인벤토리가 잘 형성되

어 있어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이 높다. 수원시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69종 70,562주의 가로

수가 식재되어 있다. 수원시는 녹화의 유형(가로수, 가로화

단), 종류(수종), 노선별 현황, 수량 등의 항목에 대해 연 

1회마다 주기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입력값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되어 있다.

또한, 수원시는 가로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가로수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수원시는 

2016년 12월 ‘수원시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발간하

여 4개 구청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포하여 도시 가로수의 

연구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도시녹화를 위하

여 가로수를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하

였다.

2.2 적용 모델

미국 농림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개발되어 도심 숲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i-Tree 

프로그램은 가로수 관리/유지 및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도심 물 순환 관련 모델로, 국외에는 적용된 사례가 많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미비하다. i-Tree는 도심 

및 도심 외 지역에서 숲/나무 및 그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분석 툴(tool)을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며, 

나무가 제공하는 환경적인 영향과 나무 및 도시 숲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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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나무 및 삼림 관리 및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i-Tree 

프로그램은 데스크탑(Desktop)에서 사용 가능한 5개 모델과 

웹(Web)에서 사용 가능한 6개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i-Tree Eco 모델은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인벤토리(inventory)를 사용하여 모든 나무 분포의 산림구

조,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i-Tree Eco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나무의 종 구성, 크기 분포 

및 다양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대적인 가치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숲을 계획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i-Tree Eco는 표준화된 현장 자료와 지역 및 시간당 대기 

오염 및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시 숲 구조와 그에 따른 

수많은 영향을 수치화하도록 설계되었다(Nowak and Crane, 

2000). 또한, 나무 잎 면적, 수종, 흉고직경, 높이 등의 현장 

자료가 대입되면, 수종 등 구체적인 분류학적 항목으로 분류

된다.

가로수 특성 중 나무의 잎 면적은 크라운 치수와 누락된 

크라운 캐노피 비율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데이터 

변수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모델 default 값에 의해 추정된다.

대기오염물질 제거량은 오존(O3), 이산화황(SO2), 이산화

질소(NO2), 일산화탄소(CO) 및 초미세먼지(PM2.5)에 대해 

계산된다. 대기 오염 제거 추정치는 ‘Hybrid of Big-leaf and 

Multi-layer Canopy Deposition Models’의 혼합물을 기반으

로 계산된 오존, 황 및 질소 산화물의 시간당 나무 캐노피 

저항값과 잎 면적에서 도출되었다(Baldocchi et al., 1987; 

Baldocchi, 1988). 반면, 식물에 의한 일산화탄소 및 미립자 

제거는 증산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거율(체류 

속도)은 잎 표현학 및 잎 면적에 따라 조절된 문헌(Bidwell 

and Fraser, 1972; Lovett, 1994)의 평균 측정값에 기초하였다. 

또한, 잎 면적 지수, 날씨 및 오염 처리 및 보간은 2011년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Hirabayashi et al., 2011; 

Hirabayashi et al., 2012).

나무의 탄소 저장 능력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나무가 자랄수록 축적된 조직에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게 된다. 나무가 죽고 쇠퇴하면서, 저장된 탄소의 

많은 부분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따라서, 탄소 저장량

(Carbon Storage)은 나무가 죽고 분해될 경우 방출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나타내며, 숲이 우거진 식물의 지상과 

지하에 결합된 탄소의 양이다. 건강한 나무를 유지하면 나무

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나무 관리에 실패할 

시에는 탄소 배출에 기여할 수 있다(Nowak, 2002). 탄소 

저장량을 계산하기 위해 수목 자료를 사용하여 각 트리의 

바이오매스를 계산하였다. 개방 재배 및 유지된 나무는 숲에

서 유래한 생물총량 방정식이 예측한 것보다 적은 생물 

총량을 갖는 경향이 있다(McPherson, 1994).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개방된 도시 나무의 바이오매스 결과에는 0.8을 곱하여 

결과로 나타냈다. 나무 건조 중량 바이오매스는 0.5배 증분하

여 저장된 탄소로 변환하였다. 또한, 탄소 격리량(Carbon 

Sequestration, CS)이란 식물에 의해 제거되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의미한다. 연간 총계 탄소량을 추정하기 위해, 

x년에 대한 기존 수목 직경에 적절한 수종, 직경 등급과 

수목 상태에 따른 평균 직경 성장을 고려하여 나무 직경과 

탄소 저장량을 x+1년 단위로 추정하였다.

나무의 연간 산소 생산량은 나무에 의해 격리된 탄소의 

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생성되는 산소의 양은 원자량에 

기초한 탄소 격리로부터 추정되었다(Eq. (1)).



 ×




(1)

나무 성장으로 인해 격리된 탄소량은 나무 사망률에 따른 

손실량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도시 숲의 순 탄소 격리 및 

연간 순 산소 생산량은 분해를 의미한다(Nowak and Greenfield, 

2007).

2.3 활용 자료

수종, 평균수고 및 평균흉고직경 자료가 구체적으로 존재

하는 수원 내 43,124그루의 가로수에 대한 현장자료를 중심으

로 수원시의 환경 특성 자료를 모델에 대입하여 활용하였다.

i-Tree Eco 모델에 입력한 Input 값은 Table 1과 같이 

‘Location’과 ‘Tree Information’이 있다. 인구 통계에 의하면

(Suwon City, 2021) 2017년 수원시 인구인 119만 5,204명이

며 날씨와 오염도는 한국의 경우 모델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도가 2014년만 존재하기 때문에 2014년의 모델 제공 

값을 활용하였다.

Crown Health는 실측값의 부재로 default 값인 10~15% 

dieback (약 87% condition)을 입력값으로 하였다. Crown 

Health의 값이 Default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의결과에 

Fig. 1. i-Tree Software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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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성 분석을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0%, 10~15%, 30~35%, 45~50% dieback 시나

리오값을 활용하였다.

Tree information에 사용한 수종(Species)과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총 나무 높이 등의 정보는 수원 전체 

지역 내 43,124그루의 나무를 대상으로 실제 측정 및 분류한 

현장자료이다. 나무 커버 면적(Tree Cover) 등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Fig. 2와 같이 1,919,500 m2 면적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일부 지역의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정하였다. 이 지역 내에 300개의 지점을 랜덤으로 생성하

여 수목의 유무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 LAI)는 지면 단위 면적당 

식물 잎 면적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광합성량, 수분소

모량 등의 추정에 활용되는 생태계의 생물지질화학 주기의 

핵심 요소이다(Watson, 1947; Breda, 2003).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원시 면적은 121,091,682 m2이다(Suwon 

City, 2021).

3. 연구 결과

3.1 결과 요약

수원 내 43,124 그루의 가로수의 나무 커버 면적(tree cover)

은 1,016,166 m2로, 수원 전체 면적의 0.84%이다.

수원 가로수 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수종은 많은 순서대로 

은행나무(Ginkgo), 느티나무(zelkova spp), 벚나무(Japanese 

flowering cherry)이다. 수원 가로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제거량은 연간 7.93 ton이고, 총 탄소 저장량은 4,077.90 

ton, 탄소 격리량은 연간 298.82 ton, 산소 생산량은 연간 

796.9 ton이다(Table 2).

3.2 가로수 특성

수원 내 가로수 수종별 개체수(trees number), 개체 백분율

(percent population), 잎 면적(leaf area), 잎 면적 백분율(percent 

leaf area), 중요도(importance value)는 Table 3과 같다.

수원의 43,124 그루의 가로수 중 가장 개체수가 많은 

3종은 은행나무(29.9%), 느티나무(25.0%), 벚나무(12.0%)

이다(Fig. 3). 이 3종이 전체의 66.9%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산림청에 의하면, 위 3종은 조림(造

林) 권장 수종 중 21종의 조경수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경의 목적에 맞게 참고하여 식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도로 주변에 식재된다는 가로수

의 특징을 고려하여 내공해수종에 속하는 은행나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무에 의한 대기 정화 정도는 식물의 건강한 잎 표면적과 

직접적으로 비례한다(Von Arx et al., 2013; Hardwick et 

al., 2015). 수원 내 가로수는 약 1,016,166 m2의 면적으로 

수원을 덮고 있으며, 4,422,190 m2의 잎 면적을 제공한다. 

잎 면적에서 가장 우세한 5종은 순서대로 은행나무, 느티나

무, 메타세쿼이아, 벚나무, 양버즘나무이다. 이를 통해 계산

Fig. 2. Satellite Image of Suwon Area to be Studied, Expressed

Via i-Tree Eco and Google Map

Output Result Value

Tree Cover 1,016,166 m2

Most Common Species
Ginkgo, zelkova spp, 

Japanese flowering cherry

Pollution Removal 7.93 ton/year

Carbon Storage 4,077.90 ton

Carbon Sequestration 298.82 ton/year

Oxygen Production 796.9 ton/year

Table 2. Result of i-Tree Eco Model for Street Trees in Study

Area
Category 1 Category 2 Inputs

Location

Nation Republic of Korea

Population 1,195,204

Weather and 

Pollution
2014 (Default)

Tree 

Information

Species Suwon city street trees data

DBH Suwon city street trees data

Total Height Suwon city street trees data

Crown Health Default or Specified

Table 1. Entries and Inputs Entered in the i-Tree Eco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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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엽면적지수(LAI)는 약 0.04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중심

지로 1979년 이래로 도시화 되어온 중국 창춘시의 2010년 

평균 LAI 0.61 (Ren et al., 2018),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Gothenburg의 주거 지역에서 측정된 평균 LAI인 

0.9 (Klingberg et al., 2017), 전세계에서 수집된 LAI 중 

사막 평균 LAI인 1.3 (Asner et al., 2003)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원시 내에서 대기 

질을 정화하고 물 순환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 

자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도 값(IV)은 개체 백분율과 잎 면적 백분율로 계산되

며, 중요도 값이 높을수록 해당 수종이 도시 가로수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도가 높은 5종은 순서

대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메타세쿼이아, 양버즘나

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무의 규격을 표기할 때 대표적으로 

흉고직경과 수고로 나타내며,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조경식물 규격 기준에 흉고직경 및 수관폭이 포함

되기 때문에(Kwon et al., 2015) 나무의 규격과 건강 상태 

정보에 있어 흉고직경은 주요 데이터이다.

수원 내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흉고 직경이 15~30 cm의 

나무가 가장 많고, 30~45 cm, 7.6~15 cm의 범위 순서대로 

많다(Fig. 4).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이 60 cm 이상, 침엽수류 

및 교목류는 흉고직경 40 cm 이상이 되는 나무를 거목(Big 

Species
Trees 

Number

Percent 

Population

(%)

Leaf 

Area 

(m2)

Percent 

Leaf Area 

(%)

Importance 

Value (IV)

Ginkgo 12,877 29.9 1,172,791 26.5 56.4

zelkova spp 10,774 25.0 978,335.6 22.1 47.1

Japanese flowering cherry 5,173 12.0 435,405.3 9.8 21.8

Dawn redwood 2,439 5.7 399,161.7 9.0 14.7

American sycamore 2,208 5.1 720,611.6 16.3 21.4

Japanese pagoda tree 1,856 4.3 153,719.8 3.5 7.8

Japanese red pine 1,789 4.1 69,533.09 1.6 5.7

Northern red oak 1,309 3.0 88,132.44 2.0 5.0

Japanese Horse Chestnut 1,045 2.4 73,203.59 1.7 4.1

Trident maple 1,000 2.3 127,176.5 2.9 5.2

Chinese fringe tree 934 2.2 37,498.17 0.8 3.0

Japanese maple 742 1.7 26,583.8 0.6 2.3

Tulip tree 555 1.3 102,073.9 2.3 3.6

Three-flower maple 215 <0.1 22,767.61 0.5 1.0

Kousa dogwood 98 <0.1 8,984.021 0.2 0.4

Eastern white pine 53 <0.1 2,011.288 0.0 0.2

Sawtooth oak 32 <0.1 1,869.648 0.0 0.1

Chinese magnolia 20 <0.1 2,023.428 0.0 0.1

Common crapemyrtle 2 <0.1 36.421 0.0 0.0

Yoshino flowering cherry 2 <0.1 133.546 0.0 0.0

Chinese juniper 1 <0.1 93.077 0.0 0.0

Total 43,124 100 4,422,190 100

Table 3. Trees Number, Percent Population, Leaf Area, Percent Leaf Area and Importance Value by Species for Street Trees

Fig. 3. Percentage of Tre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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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보호수에 포함되어 특별히 보호

할 필요가 있는 나무도 분류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

청). 흉고직경이 42 cm 이상인 개체가 없기 때문에 수원 

내의 가로수 중에는 거목에 해당되는 개체수가 없거나 적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수종에 있어서 직경의 증가는 나무의 

성장 및 건강 상태와 직결되며, 이러한 직경이 큰 나무들은 

숲의 구조 및 기능을 지배한다(Lutz et al., 2013). 하지만 

가로수는 보통 거목을 심기에는 공간이 협소한 인도에 식재

되며, 강풍 등에 의해 거목이 도로변에서 쓰러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목의 비율이 적은 것은 

도시 가로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3 대기오염물질 제거량

수원시 가로수는 연간 총 7,930 kg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

하며, 평균 일산화탄소(CO) 267.802 kg, 이산화질소(NO2) 

3,286.735 kg, 오존(O3) 3,473.254 kg, 이산화황(SO2) 906.731 

kg을 제거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Fig. 5).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의하면, 2017년 수원시의 도로이

동오염원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CO 4,203,949 

kg/yr, NOX 6,425,671 kg/yr, SOX 4,433 kg/yr이다. 이와 

같은 배출량에서 가로수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만이 요인이

라고 가정하였을 때 대기오염물질 감소율은 CO 0.006%, 

NOX 0.051%, SOX 20.454%이다. 2차 오염물질로서 오염원으

로부터 직접 배출량을 산정하여 비교하기 어려운 O3를 제외

하고 도로이동오염원이 밀집하는 도로변에 식재되는 가로수

에 의해 가장 감소율이 큰 물질은 SOX임을 알 수 있다.

Dieback 입력값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제거량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Dieback이 0%, 10~15%, 30~35%, 45~50%로 

증가할수록 평균 CO 제거량은 13.16%, 22.57%, 22.65% 

감소하였으며, NO2는 13.78%, 24.00%, 24.39%, O3은 

13.61%, 23.61%, 23.93%, SO2은 13.54%, 23.45%, 23.72% 

감소하였다(Fig. 6). Dieback의 차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제거량이 감소하는 형태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원 내 

가로수 중 대기오염물질 제거량이 높은 5종은 순서대로 

연간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벚나무, 양버즘나

무이다. 오염물질 제거량은 기상정보 등과 연관이 있기 때문

에 월별로 일정 주기를 보이는 변화가 발생한다.

수원 가로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제거량은 전체적으로 

5월에 가장 많은 제거량을 보였다. CO의 최대 제거량은 

4월에 34.538 kg/month, 최소 제거량은 2월에 2.055 kg/month

이다. NO2는 4~5월과 9~10월에 가장 많은 제거율을 보이며, 

최대 제거량은 5월에 417.196 kg/month, 최소 제거량은 

94.603 kg/month이다. O3은 5~9월에 가장 많은 제거율을 

보이며, 최대 제거량은 5월에 614.429 kg/month, 최소 제거량

은 1월에 23.396 kg/month이다. SO2의 최대 제거량은 5월에 

132.107 kg/month, 최소 제거량은 2월에 23.680 kg/month이

다(Table 4). 이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월별 

제거량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시 2018년의 

월별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따르면(Ministry of Environment, 

Fig. 5. Amount of Annual Air Pollutants Removed by Street Trees

Fig. 6. Sensitivity Analysis of Annual Air Pollutant Removal 

Amount by Street Trees According to Dieback Input Value

Fig. 4. DBH Distribution of Top 10 Most Populated Species 

in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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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O는 최대 농도 4~5월, 최소 농도 11~12월, NO2는 

최대 농도 11월, 최소 농도 7~8월, O3는 최대 농도 5~6월, 

최소 농도는 11~12월, SO2는 월별로 농도가 평이하였으며 

최소 농도는 9월이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가로수에 의한 

월별 대기오염물질 제거량과 대기오염물질 농도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7).

3.4 탄소 및 산소 변화량

도시 가로수는 총 4,077.90 ton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상당량은 14,953.7 ton이다. 탄소 저장

Species
Air Pollutants Removal 

(kg/year)
Species

Air Pollutants Removal 

(kg/year)

Ginkgo 2,100 Japanese Horse Chestnut 130

zelkova spp 1,760 Trident maple 230

Japanese flowering cherry 780 Chinese fringe tree 70

American sycamore 720 Japanese maple 50

Dawn redwood 1,290 Tulip tree 180

Japanese pagoda tree 280 Three-flowered Maple 40

Japanese red pine 120 Kousa dogwood 20

Northern red oak 160 Total 7,930

Table 4. Amount of Air Pollutants Removed from Street Trees in Suwon by Species

Carbon Storage 

(ton)

Carbon Storage 

CO2 Equivalent 

(ton/year)

Carbon 

Sequestration 

(ton/year)

Carbon Sequestration 

CO2 Equivalent 

(ton/year)

Ginkgo 1,236.97 4,536.0 94.09 345.03

zelkova spp 920.76 3,376.4 75.05 275.21

Japanese flowering cherry 493.99 1,811.4 40.94 150.14

Dawn redwood 255.55 937.1 13.80 50.62

American sycamore 677.26 2,483.5 30.41 111.52

Japanese pagoda tree 165.70 607.6 13.48 49.45

Japanese red pine 41.31 151.5 3.59 13.16

Northern red oak 61.11 224.1 6.55 24.00

Japanese Horse Chestnut 29.04 106.5 3.52 12.90

Trident maple 90.25 331.0 6.65 24.38

Chinese fringe tree 19.55 71.7 2.89 10.61

Japanese maple 14.23 52.2 2.12 7.77

Tulip tree 43.92 161.1 3.25 11.91

Three-flower maple 16.15 59.2 1.37 5.03

Kousa dogwood 7.64 28.0 0.65 2.39

Eastern white pine 1.02 3.7 0.12 0.43

Sawtooth oak 1.53 5.6 0.18 0.64

Chinese magnolia 1.73 6.3 0.14 0.52

Common crapemyrtle 0.12 0.4 0.01 0.05

Yoshino flowering cherry 0.01 0.2 0.00 0.01

Chinese juniper 0.05 0.0 0.00 0.01

Total 4,077.90 14,953.7 298.82 1,095.79

Table 5. Carbon Storage, Sequestration and CO2 Equivalent of Street Trees by Species in Suwon

Fig. 7. Amount of Air Pollutants Removed by Street Trees b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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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가장 많은 5종은 순서대로 은행나무(30.3%), 느티나무

(22.6%), 메타세쿼이아(16.6%), 벚나무(12.1%), 양버즘나무

(6.3%)이다. 나무는 매년 성장하며 탄소를 분리함으로써 

대기 중의 탄소의 양을 감소시킨다. 매년 격리되는 탄소의 

양은 나무의 규모와 건강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수원 가로수

의 연간 탄소 격리량은 연간 298.8 ton이며, 이에 따른 이산화

탄소 상당량은 1,095.79 ton이다. 탄소 격리량이 가장 많은 

5종은 순서대로 은행나무(31.5%), 느티나무(25.1%), 벚나무

(13.7%), 메타세쿼이아(10.2%), 양버즘나무(4.6%)이다(Table 5).

교토메커니즘에 의하여 이산화탄소를 하나의 경제재로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KRX, 2021)의 KAU17 (거래일 2017년 10월 10일~2018년 

10월 2일) 평균 배출권 거래 가격을 활용하였다. 가로수에 

격리되어 있는 탄소 격리 이산화탄소 상당량은 약 3억 4천만

원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며, 가로수 관리에 실패하였을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손해를 뜻한다. 또한, 

가로수에 의해 연간 약 2천 5백만원 가치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ieback 입력값에 대한 탄소 저장량과 탄소 격리량의 

민감도 분석 결과 Dieback이 0%, 10~15%, 30~35%, 45~50%로 

증가할수록 탄소 저장량은 0.007%, 0.034%, 0.020% 감소하였

으며, 연간 탄소 격리량은 30.06%, 5.04%, 22.70% 감소하였다. 

탄소 격리량은 민감하게 변화량을 보인 반면, 탄소 저장량은 

민감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s. 8, 9).

수원 가로수는 연간 878.4 ton의 산소를 생산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평균 성인 산소 소비율 0.84 kg/day (Perry 

and LeVan, 2003)에 의하면 수원시 인구의 약 0.24%가 연간 

소비하는 산소의 양이다. 산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5종은 

순서대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벚나무, 양버

즘나무이다(Table 6). Dieback 입력 값에 대한 산소 발생량의 

민감도 분석을 결과, Fig. 10과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Dieback이 0%, 10~15%, 30~35%, 45~50%로 증가할수록 

산소 발생량은 22.91%, 13.85%, 22.69% 감소하였다.

Fig. 8. Sensitivity Analysis of Carbon Storage by Street Trees 

According to Dieback Input Values

Fig. 9. Sensitivity Analysis of Carbon Sequestration by Street 

TreesAccording to Dieback Input Values

Species Oxygen Production (ton/year) Species Oxygen Production (ton/year)

Ginkgo 276.58 Tulip tree 9.55

zelkova spp 220.61 Chinese fringe tree 8.51

Japanese flowering cherry 120.35 Japanese maple 6.23

American sycamore 89.40 Three-flower maple 4.03

Dawn redwood 40.58 Kousa dogwood 1.92

Japanese pagoda tree 39.64 Sawtooth oak 0.52

Trident maple 19.54 Chinese magnolia 0.41

Northern red oak 19.24 Eastern white pine 0.34

Japanese red pine 10.55 Yoshino flowering cherry 0.04

Japanese Horse Chestnut 10.34 Total 878.4

Table 6. Amount of Oxygen Production by Street trees in Suwon by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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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고찰

경기도 수원시에 식재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 

43,124 그루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하여 i-Tree Eco 모델을 

통해 가로수가 대기 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약 1,016,166 m2의 면적으로 수원을 덮고 있으며, 4,422,190 

m2의 잎 면적을 제공하는 수원 가로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제거량은 연간 7.93 ton이고, 총 탄소 저장량은 4,077.90 

ton, 탄소 격리량은 연간 298.82 ton, 산소 생산량은 연간 

796.9 ton으로 산출되었다.

수종별 잎 면적에 비례하여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

이아, 벚나무, 양버즘나무가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등 

도시 대기 질에 대한 이익율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LAI는 0.04로 낮은 편으로 수원시 인구의 약 0.24%

가 연간 소비하는 양의 산소를 생산하는 등 도시 규모에 

대해 적은 비중의 이익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로수만을 

요인으로 한 수원시 도로이동오염원 연간 SOX 감소량은 

20.45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저장 및 

격리량을 통해 약 3억 4천만 원의 잠재적 가치가 있고 연간 

약 2천 5백만 원 가치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띠녹지 등 가로수 식재면적 증가를 위한 방법이 

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가로수는 도시의 

대기 질 향상 등 이익이 많아 활용 가치가 큰 만큼 수종별로 

정량화 및 체계화하는 데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대구에서

는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대구 도심의 최고 온도가 

저하하는 등의 도시 환경개선이 조사되었으나, 이를 정책적

으로 이용할 만한 정량적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이처럼 이익을 정량적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수치화된 가로수 정보를 활용하여 가로수에 대한 편익

을 평가하고 가로수와 관련된 현재의 생태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가로수 관련 정보 인벤토리를 누적할 

수 있으며, 도시 내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도시 환경 개선을 동반하여 관리하는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가로수와 관련된 규제와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모델링을 통한 미래의 가로수 효율 등을 

예측하여 수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적의 가로수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가로수의 이익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잎 면적을 도출하기 위한 모집단을 

수원시 전체 면적의 1.59%이며 실측값이 없었던 crown 

health의 경우 민감도 분석 결과 dieback 값의 변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제거량, 탄소 격리량 및 산소 발생량이 변화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무의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crown 

health를 모델 default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나무 개체별 

건강 상태가 고려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더욱 

정확하고 명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잎 면적 추정 

기술 등 효율적인 측정 기술 연구와 더불어 가로수 관련 

실측 현장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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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방재

극한 호우사상의 규모 평가를 위한 대규모 기후 앙상블 자료의 

적용: 2018년 히로시마 극한 호우의 사례

Application of Large-scale Climate Simulation Data to Evaluate the 

Scale of Extreme Rainfall Events: A Case of the 2018 Hiroshima 

Extreme-scale Rainfall Event

김영규*⋅손민우**⋅김선민***

Kim, Youngkyu*, Son, Minwoo**, and Kim, Sunmi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pply large-scale climate ensemble simulation data to evaluate the magnitude of extreme rainfall events. It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extreme rainfall that occurred in the Hiroshima region in 2018. This event recorded an extreme rainfall 

magnitude corresponding to a return period of 1,000 years at a 24-h rainfall duration;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is magnitude 

with the concept of probability rainfall based on frequency analysis due to the short observation perio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data for policy decision making for future (d4PDF) climate change database based on a large-scale climate ensemble simulation

was used. These data provided 3,000 annual maximum daily rainfall values, which were used to empirically estimate the probability

rainfall with a return period of 10-1,000 years based on a non-parametric approach without statistical methods. The estimated probability

rainfall of the d4PDF was compared with the estimated probability obtained from the observed rainfall and frequency analys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bability rainfall values was 3.53% for the return period of 50 years. However, as the return 

period increases, the error increases to more than 10%. This indicates that the estimation of the probability rainfall with a long-term

return period using the observed data of a relatively short period may present uncertainties. Regarding the probability rainfall using

d4PDF under present climate conditions, the Hiroshima event represented a return period of nearly 300 years. Meanwhile, for the 

probability rainfall using the d4PDF under future climate conditions, the Hiroshima event had a return period of nearly 100 years.

Consequently, the magnitude of the probability rainfall increased in future climate conditions, and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extreme rainfall corresponding to the Hiroshima event increased from 0.33% to 1%. Therefore, d4PDF can be us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magnitude of extreme rainfall events under present and future climate conditions.

Key words : 2018 Hiroshima Extreme-scale Rainfall Event, d4PDF, Probability Rainfall, Future Climatic Condition

요 지

본 연구는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된 극한 강우량을 최근 발생한 극한 호우사상의 규모 평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8년 히로시마 극한 호우의 사례를 기반으로 했다.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은 

지속시간 24시간에서 1,000년의 재현기간에 상응하는 극한 규모를 나타냈기 때문에 빈도해석 방법을 기반한 확률강우량의

개념으로 규모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고자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결과 기반의 d4PDF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3,000개의 연 최대 강우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적 모형 및 가정 없이 비모수적으로 10년부터 1,000년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지속시간 24시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했다. 산정된 d4PDF의 확률강우량은 관측강우량의 확률강우량과

비교하였으며, 관측기간에 가까운 50년의 재현기간에서는 두 확률강우량의 차이가 3.53%였지만 관측기간(33년)과 재현기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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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극한 가뭄 및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다(Seneviratne et al., 2012; Christidis et al., 2015; 

Fischer and Knutti, 2015). 2018년 7월 일본 서부지역에 

발생한 홍수는 대표적인 최근 극한 홍수 사례로서, 전례 

없는 극한 호우사상으로 인해 극한 홍수를 경험한 사례이다. 

이 호우사상으로 인해 일본 서부지역에서는 산사태로 225명

이 사망하고 15개 현에서 수백만 명이 대피하는 인명피해 

겪었다(Hirota et al., 2018; Bandaru et al., 2020). 2018년 

7월 호우사상은 1982년 7월 호우사상 이후 일본에서 처음으

로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호우사상이다(Ogura et al., 

1985). 일본 기상청(Japan Meteorological Agency, JMA)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강우 현상의 대부분은 Line-shaped 

강수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으며 장마전선(Baiu front)과 태풍 

Prapiroon (T1807)이 2018년 호우사상의 규모를 증가시켰다

고 보고했다. 결국, 2018년 서일본 호우사상은 장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지속되어 서일본에서 전례 없는 호우의 규모

와 피해를 야기했다(Tsuguti et al., 2019; Shimpo et al., 2019). 

서일본 지역 중 히로시마는 2018년 서일본 호우사상으로부

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히로시마 지역은 낮은 고도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발생 되었고 지속적인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호우를 경험하였다. 이 호우

는 히로시마 지역에서 지속시간 1시간 최대강우량은 44 mm, 

6시간 최대강우량은 133 mm, 12시간 최대강우량은 191 mm, 

24시간 최대강우량은 313 mm, 48시간 최대강우량은 407 mm, 

72시간 최대강우량은 444 mm를 기록했으며, 24시간, 48시

간, 72시간의 지속기간을 기준으로 이 호우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강우 사상들의 규모를 

재현기간으로 추정하고 수공구조물의 안정성과 위험도에 

대한 완화 방안을 재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Alam 

and Elshorbagy, 2015; Hwang et al., 2018; Kumar et al., 

2021). 이는 장기간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높은 규모의 강우

량은 수공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설계강우량으로서 적용

되기 때문이다. 만약 미래에 극한 호우사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면, 기존에 적용된 설계강우량의 재현기간은 미래

에 점점 짧아져 수공구조물의 실패 위험도를 증가시킬 것이

다(Nissen and Ulbrich, 2017; Elshorbagy et al., 2018; Noor 

et al., 2018; Kumar et al., 2021).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극한 호우사상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극한 호우사상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실시한다면 안전하고 합리적

인 재난 완화 계획 및 수공 구조물의 설계를 준비할 수 

있다.

최근에 일본은 극한 규모의 호우사상을 생성하고 역사적

으로 전례 없는 강우 사상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본의 

기상연구소(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MRI)는 대규

모 기후 앙상블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전 지구적 모델(General Circulation Model, GCM)을 이용하

여 지금까지 없었던 다수의 앙상블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미래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인 d4PDF (Database for Policy Decision-Making 

for Future Climate Change)”를 구축하였다(Mizuta et al., 

2017). 구축된 d4PDF는 역사적 기후 실험(현재 기후조건), 

비 온난화 실험, RCP 8.5시나리오에 따른 4 ℃ 온도 상승 

실험(미래 기후조건)을 통해 세가지 형태의 자료로 구성되었

으며, 실험 조건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장에 서술하였다.

세가지 형태의 자료는 모두 다수의 앙상블 자료로 제공되

어 진다. 현재 기후조건 자료는 50개 앙상블로 하나의 앙상블

은 1951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제공되고 미래 

기후조건 자료는 90개 앙상블로 하나의 앙상블은 2051년부

터 2110년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제공된다. 이에 따라, d4PDF

는 현재 기후조건에서 3,000년 동안, 미래 기후조건에서 

5,400년 동안의 기상 및 기후자료를 제공한다(Mizuta et al., 

2017; Ishii and Mori, 2020). 따라서 대규모 강우자료의 표본

을 이용함으로써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와 같은 통계적 해석방법 없이 다수의 강우자료를 확률적으

로 나열하여 비모수적으로 낮은 확률을 갖고 극치에 해당하

는 극한 규모의 강우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로 생성된 d4PDF 자료는 관측자료만으로 

극한 호우사상이 적어 조사할 수 없었던 저빈도 고강도의 

호우사상의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Mizuta et al., 2017). 게다

년 이상)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장기간 재현기간에서 관측강우량의 확률강우

량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d4PDF의 확률강우량에 대해서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은 300년에 가까운 재현기간을

나타냈다. 미래 기후조건에서의 d4PDF 자료를 이용해 확률강우량을 산정했으며, 현재 기후조건대비 미래 기후조건에서 

10년부터 1,000년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확률강우량은 모두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래 기후조건의 확률강우량에 대해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은 100년에 가까운 재현기간을 나타냈으며, 이는 미래 기후조건에서 히로시마 호우사상의 발생 

확률이 0.33% (현재 기후)에서 1% (미래 기후)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결과 기반의

d4PDF는 현재 기후조건과 미래 기후조건하에서 극한 규모의 호우사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 d4PDF 자료, 확률강우량, 미래 기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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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4PDF 자료는 대규모 앙상블로 구성되어 있어 GCM 

모의 자료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 기후변

화에 따른 기후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Duan 

et al., 2019; Ishii and Mori, 2020).

최근 몇몇 연구들은 발생 확률이 낮은 극한 홍수와 가뭄 

현상들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d4PDF 데이터베

이스를 적용했다. Yang et al. (2018)은 d4PDF의 장기간 

기상자료를 태풍으로부터 생성된 폭풍 해일의 장기간 영향

을 평가했다. 또한 낮은 빈도의 극한 규모의 폭풍 해일을 

분석하였다. Tanaka et al. (2021)은 d4PDF의 3,000개의 연 

최대 강우량 들을 이용하여 일본의 109개의 유역에 대해서 

홍수 위험도를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로 Tanaka et al. (2020)

은 d4PDF 자료를 이용해 3,000년의 재현기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강우의 확률분포를 생성하여 각 초과 확률강우량에 

따른 홍수피해 면적을 분석해 보았다. 이외에도, 관측 기상자

료를 이용하에 따라 저빈도 및 고강도를 나타내는 극한 

기상현상을 표현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함으로써 

d4PDF 자료는 극한 규모의 기상현상 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Kay et al., 2015; Döll et al., 2018; Faye et al., 

2018; Lavender et al., 2018; Yang et al., 2018; Ishii and 

Mori, 2020; Mori et al., 2019). 결과적으로, 관측자료는 

작은 표본크기로 인해 매우 낮은 확률 또는 매우 긴 재현기간

을 표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d4PDF 자료는 표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수 위험도 

및 극한 규모의 기상 현상 분석을 위해 널리 활용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극한 호우사상의 규모를 평가에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자료 기반의 d4PDF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실제 극한 호우사상이 필요하

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 7월에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극한 

호우사상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98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각 지속시간(12, 24, 

48, 72시간)에 따른 매년 최대 강우량을 산정한 후 

2018년 극한 호우사상과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이 

분석은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호우사상이 얼마나 전례 

없는 사상이었는지 분석하기 위함이다.

(2) 1984년부터 2017년까지의 히로시마지역에서 발생한 

연 최대 강우량과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이용하여 장기간 재현기간을 갖는 강우량

을 산정한다.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을 각 재현기

간 강우량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재현기간을 갖는지 

분석해 본다.

(3) d4PDF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한다. 이 

산정 절차에서는 어떤 확률밀도함수와 같은 통계적 

해석방법이 사용되지 않으며, 오직 d4PDF 자료에서

부터 추출된 연 최대 강우량만을 이용한다. 산정된 

재현기간 강우량은 절차 (2)에서 제시된 통계학적으

로 산정된 재현기간 강우량과 비교된다. 또한, 2018년 

7월 발생한 호우사상과 d4PDF 자료를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한다.

(4) 미래 기후조건의 d4PDF 자료를 이용해 미래의 확률강

우량을 산정하여, 히로시마의 현재 기후조건 대비 미

래 기후조건에서의 확률강우량의 변화를 확인한다. 

또한, 미래 기후조건에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2018

년 호우사상의 비교를 통해, 2018년 호우사상의 규모

를 분석한다.

2. 대상유역 및 자료

2.1 대상유역

Fig. 1은 히로시마의 위치 및 2018년 7월에 히로시마지역

에서 발생한 호우사상을 나타낸다. 히로시마는 일본에서 

남서쪽에 위치하였다.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은 Fig. 

Fig. 1. Hiroshima Region and Extreme Rainfall Event That Occurred at the Hiroshima in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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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발생했다. 해당 기간 

동안 히로시마에서 1시간 동안 최대 44 mm, 12시간 동안 

최대 191 mm, 24시간 동안 최대 313 mm, 48시간 동안 

최대 407 mm 및 72시간 동안 최대 444 mm의 극한 호우사상

이 발생하였다. 7월 6일에 시간당 강우강도가 가장 높았다.

2.2 자료

2.2.1 관측자료

본 연구는 2018년 7월에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극한 호우

사상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지역 

기상 관측 시스템(Automated Meteorological Data Acquisition 

System, AMeDAS)으로부터 수집된 지점 관측자료를 이용

한다. AMeDAS 자료는 비, 바람, 눈 등의 기상 상황을 시간적, 

지역적으로 세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강수량, 풍향, 풍속, 

기온, 습도를 자동적으로 관측된 자료이며, 이 자료는 일본의 

기상 재해의 방지 및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 전역에 

1,300개의 AMeDAS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AMeDAS 관측소로부터 

관측된 198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간별 강우자료를 이용

한다.

2.2.2 d4PDF 자료

d4PDF는 역사적 기후 실험(현재 기후조건), 비 온난화 

실험 조건,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4 ℃ 온도 상승 실험(미

래 기후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후조건과 미래 기후조건에서 얻어진 강우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60 km 해상도의 MRI-AGCM 

3.2를 사용하여 생성된 대규모 앙상블 모의실험 기반의 데이터

베이스로, Non-hydrostatic Regional Climate Model (NHRCM) 

모형을 이용하여 20 km까지 다운스케일 되었다. 20 km의 

해상도를 가지는 d4PDF 자료는 수평 격자 크기는 211 × 175로 

일본, 한반도 및 아시아 대륙 동부를 포함한다.

현재 기후조건의 d4PDF 자료는 관측된 해수면 온도, 해빙 

온실가스 농도 변화, 황산성 에어로졸 농도 변화, 오존 농도 

변화, 화산성 에어로졸 농도 변화를 입력조건으로 하여 생성

되었다. 생성된 자료는 50개의 앙상블로 구성되며, 각 앙상블

은 서로 다른 초기조건에서 해빙과 해수면 온도에 작은 

섭동을 더하여 계산된 값이다. 하나의 앙상블은 1951년부터 

2010년까지 60년 동안의 기상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총 

3,000년 동안의 기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래 기후조건의 d4PDF 자료는 CMIP5에 공헌한 전 지구 

대기-해양 결합 모델의 실험결과인 6종류의 SST 장래 변화 

공간 패턴을 바탕으로 각 패턴에 15 종류의 섭동을 가하여 

생성된 90개의 앙상블로 구성되었다. 초기 조건에서 해빙은 

각각의 SST에 정합 하도록 조절되었고, RCP 8.5 시나리오의 

2090년 값을 온실가스농도 등의 외부강제요인으로 적용하

였다. 또한, 실험기간 동안 이 자료의 온난화 정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게 설정하여 구축되었다. Table 1은 미래 

기후조건의 d4PDF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이용된 CMIP5의 

6개 모델을 나타낸다. 하나의 앙상블은 2051년부터 2110년

까지 60년 동안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SST 패턴에 

대해서는 900년간의 기상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총 SST 

패턴에 대해서는 5,400년간의 기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2.2.3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자료의 이용에 따른 장점

본 연구는 소규모 기후 모의자료에 비해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강점에 대해서 검토해보

았다. Fig. 2는 현재 기후조건에서 연 최대 일 강우량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첫 번째 열은 하나의 앙상

블에서 수집된 60년 동안의 연 최대 일 강우량을 빈도에 

따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이 그래프는 소규모 

기후 모의자료를 적용하여 호우사상을 빈도별로 나타냈을 

Model Institution (Country)
Resolution 

(horizontal resol., vertical lev.s)
Reference

CCSM4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United 

States)

AGCM: 0.9° × 1.25°, 27

OGCM: norminal 1°, 60

(Gent et al., 

2011)

GFDL CM3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GFDL (United States)

AGCM: ~20 km, 48

OGCM: 1°, 50

(Donner et al., 

2011)

HadGEM2-AO Met Office Hadley Centre (United Kingdom)
AGCM: 1.875° × 1.25°, 60

OGCML: 1.875° × 1.25°

(Collins et al., 

2011)

MIROC5 AORI, NIES, JAMSTEC (Japan)
AGCM: 1.41° × 1.41°, 40

OGCM: 1.4° × 0.5 - 1.4°, 50

(Watanabe et al., 

2011)

MPI-ESM-MR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Germany)
AGCM: approx. 1.8°, 95

OGCM: approx. 0.4°, 40

(Giorgetta et al., 

2013)

MRI-CGCM3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Japan)
AGCM: approx. 110 km, 48

OGCM: 1° × 0.5°, 50

(Yukimoto et al., 

2012)

Table 1. Six CMIP5 Models Used for Obtaining the Precipitation Data Under Future Climat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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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결과를 의미한다. 하나의 앙상블에 대한 그래프는 매끄러

운 빈도분포를 나타낼 수 없었고, 노이즈가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강우의 규모별 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극치 부분(180 mm 이상)에서 규모에 따른 매끄러운 

분포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소규모 앙상블의 기후 모의자

료를 이용한다면 저빈도 고강도 기후사건(극치 값)에 신뢰하기 

어려운 예측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적용과 같은 통계적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열은 15개의 앙상블에서 수집된 900년 동안의 

연 최대 일 강우량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 

열은 모든 앙상블에서 수집된 연 최대 일 강우량을 히스토그

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15개의 앙상블 멤버에 대해서는 좀 

더 매끄러운 빈도분포를 나타낼 수 있었고, 노이즈도 크게 

감소하였다. 총 앙상블 멤버에 대해서는 노이즈 없이 상당히 

매끄러운 빈도분포를 나타낼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앙상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200 mm 이상의 강우량에서 매끄러운 

강우의 규모별 빈도분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결과

는 기존 소수의 기후모형의 예측 값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대규모 앙상블 자료를 이용함으로

써 소수의 기후모형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 빈도 고강도의 

기상현상의 검토를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후모형의 

예측 값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방법론

관측 및 d4PDF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어떻게 확률강우량

이 산정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Fig. 3을 나타냈다. Fig. 3은 현재 

기후조건에서 관측기간 또는 모의기간 동안 수집되는 연 최대 

일 강우량을 규모별로 정리하여 누적밀도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 CDF)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CDF 그래프를 

통해 규모별로 정리된 연 최대 일 강우량을 비초과확률로 

나타냈다. 비초과확률은 식 ‘1/(1-비초과확률) = 재현기간’

을 이용하여 재현기간으로 나타낼 수 있고, Fig. 3에서 재현기

간은 특정 강도의 강우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 Fig. 3에서 사각형 점은 관측된 연 최대 

일 강우량을 나타내고, 삼각형 점은 3.1장의 방법론에 따라 

관측 연 최대 일 강우량(사각형 점)에 확률밀도함수를 적용

하여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나타낸다. 선 그래프는 d4PDF 

자료의 현재기후조건에서 모든 앙상블(50개 앙상블)을 하나

의 앙상블마다 나타낸 것이다. 하나의 앙상블은 60년 동안에 

연 최대 일 강우량을 나타낸다. 원형 점은 현재 기후조건에서

의 모든 앙상블의 연 최대 일 강우량을 하나의 CDF로 표현한 

것이다.

Fig. 2. Histograms of Annual Maximum 1-Day Rainfall of Each Year in Present Climate Conditions, for 1, 15, and 50 Ensemble

Members as Aligned from the Left to Right

Fig. 3. Cumulative Density Function (CDF) Graphs for Non-Exceedance 

Prob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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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한 확률강우량 산정

우리나라 및 일본의 국가 하천과 대규모 수공구조물은 

1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확률강우량을 설계강우

량으로 이용한다. 이에 따라, 100년 이상 또는 0.99 이상의 

비초과확률을 나타내는 확률강우량이 필요하지만, Fig. 3의 

사각형 점(관측된 연 최대 일 강우량)에서 볼 수 있듯이 

히로시마에서는 33년의 재현기간이 가장 긴 재현기간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는 

관측기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런 짧은 관측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umbel 분포와 같은 통계적 

빈도 해석 방법인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여 관측 강우자료

에 확률분포화를 수행함으로써 관측기간보다 긴 재현기간

을 나타내는 확률강우량을 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을 평가하기 

위해 1984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량

을 히로시마 지점의 AMeDAS 관측자료로부터 수집하였다. 

수집된 강우량자료에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이 과정에

서 적용된 확률밀도함수는 Gumbel 분포이다. Gumbel 분포

를 확률밀도함수로 선정한 이유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이용

되는 확률밀도함수이며, 일본 기상청에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할 때 히로시마 지역의 확률강우량 산정에 Gumbel 분포

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Gumbel 분포로부터 강우량을 

확률적으로 분포화 시키기 위해서는 위치 매개변수(Location 

Parameter) 및 규모 매개변수(Scale Parameter)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매개변수를 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L-모멘트 방법을 이용했다. Fig. 3에서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삼각형 점으로 나타냈다.

3.2 대규모 앙상블 모의자료를 이용한 확률강우량 

산정

대규모 기후 앙상블 자료기반의 d4PDF 자료는 표본크기

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여 확률밀도함수와 같은 통계적 

해석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다. 

Fig. 3의 선 그래프와 같이, d4PDF의 하나의 앙상블은 60년의 

표본 크기를 가지고 있고, d4PDF의 하나의 앙상블만을 이용

하여 긴 재현기간을 가지는 강우량을 표현한다면 관측 강우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해석 방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 하지만, d4PDF의 현재 기후조건 자료의 모든 

50개의 앙상블을 이용한다면, Fig. 3의 원형 점과 같이 3,000

개의 연 최대 강우량을 표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3,000개의 

표본 개수는 통계적 해석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비모수적

으로 1,0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산정된 관측 강우에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여 산정

된 확률강우량(삼각형 점)과 d4PDF를 이용하여 산정된 확률

강우량(원형 점)과 Fig. 3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100년의 재현기간 또는 0.99의 초과확률까지는 상당히 유사

한 확률강우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재현기간이 증가할수록 두 방법의 확률강우량의 차이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측 강우자료의 관측기

간(33년)과 재현기간(1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의 차이가 증

가할수록 이 확률강우량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이는 재현기

간이 길어질수록 관측강우량과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addad and Rahman (2011)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집된 관측 기상자료로 긴 재현기간을 표현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확률밀도함수 선정이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Ishii and Mori (2020)는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표본 크기(관

측기간)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들은 매우 긴 기간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극한 호우사상이 특정 지역에 발생했을 때 극한 호우사상의 

규모 평가에 관측자료만을 이용한다면 평가에 상당한 불확

실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방법을 통해 산정된 

각 재현기간에 따른 확률강우량의 차이는 4.3장에서 자세히 

비교되었다.

하지만, 이 비교에서 관측강우량과 확률밀도함수의 적용

에 따른 불확실성 이외에, d4PDF 자료의 이용에 따라서도 

몇몇 불확실성을 내포할 것이다. 다른 기후모형 자료와 마찬

가지로 d4PDF 자료는 강우 예측에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d4PDF 자료의 격자 형태의 강우자료는 실제 지점 

강우자료와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d4PDF 자료는 대규모 앙상블로 구성되어 Fig. 3과 같이 

노이즈 없이 매끄러운 빈도분포를 나타내어 소수의 기후모

형 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며, 관측강

우량의 확률강우량과의 비교를 통해 100년의 재현기간까지 

상당히 유사한 확률강우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d4PDF는 

확률강우량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실험 결과 기반의 d4PDF는 어떤 통계적 모형이

나 방법론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분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강우의 규모별 빈도

분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후모형의 예측 자료는 몇몇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지만,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실험으로부터 구축된 d4PDF 자료

는 기후모형의 예측 불확실성과 통계적 해석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극치 호우사상의 규모를 평가

하는데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d4PDF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히로시마 극한 

호우사상의 규모 평가를 수행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4.1 과거 호우사상과의 비교

본 연구는 198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연 최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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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시간별(1, 6, 12, 24, 48, 72시간) 강우량과 2018년 7월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호우사상을 비교하였다. Fig. 4와 같이 

이전 호우사상과 비교하여 과거 대비 2018년 호우사상이 

얼마나 큰 규모의 호우였는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호우사상을 제외하면 

지속시간 6시간에서는 2017년(116 mm), 12시간에서는 2017

년(148 mm), 24시간에서는 1995년(169 mm), 48시간에서는 

(276 mm), 72시간에서는 1985년(340 mm)에 가장 큰 규모의 

강우량이 기록되었다. 이 결과에서는 각 지속시간별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던 연도는 모두 달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모든 지속시간에 대해서 2018년 호우사상은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었다. 특히, 지속시간이 24시간일 때 2018

년 호우사상은 과거 가장 큰 규모의 호우(1995년 사상)에 

대해 가장 큰 규모 차이를 나타냈으며 2018년 호우사상이 

1995년 호우사상에 비해 1.85배나 큰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에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호우사상

이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극한 규모의 호우사상이라는 것을 

과거 기록된 호우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속시간이 24시간일 때 다른 호우사상들에 비해 상당

한 규모의 차이를 나타냈다.

4.2 관측자료 기반의 확률강우량과의 비교

본 연구는 1984년부터 2017년까지 관측된 연간 최대 지속

시간별 강우량에 Gumbel 분포를 적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했다. 확률강우량은 강우의 지속시간별로 산정되었으

며, Fig. 5와 같이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의 

Fig. 4. Annual Maximum Rainfall Events from 1984 to 2017 According to the Rainfall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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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기간을 나타낸다. 지속시간과 재현기간이 증가할수록 

더 큰 규모의 확률강우량을 나타낸다.

2018년 호우사상도 Fig. 5에 나타냈고 본 연구에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비교 결과, 2018년 

호우사상은 12시간 지속시간에서 100년의 재현 기간을 갖는 

확률강우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그 후, 지속시간 24시간에

서 2018년 호우사상은 1,000년의 재현기간을 갖는 확률강우

량보다 더 높은 규모의 강우량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지속시

간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강우의 규모가 가장 급격히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지속시간 48시간일 때 2018년 호우사

상은 1,00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 상응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강우 규모의 증가율이 48시간에 지속시간부터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지속시간 48시간, 72시간일 때 모두 

500년 빈도 확률강우량보다 높은 규모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2018년 호우사상은 지속시간 24시간에서 

가장 긴 재현기간을 나타냈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 호우사상을 제외하면 24시간의 지속시간에서 1995

년에 가장 큰 규모의 호우사상이 발생했다. 이 호우사상의 

규모를 재현 기간으로 표현하여 규모를 나타낸다면 50년의 

재현기간 강우량보다 낮은 규모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기존 

강우 규모에 비해 2018년 호우사상이 전례 없는 규모를 

나타냈으며, 이는 지속시간이 24시간일 때 가장 두드러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2018년 7월에 히로시마의 호우사상은 전례 

없는 극한 규모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관측 연 최대 일 

강우량으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비교한 결과, 지속시간 

24시간에서 1,000년의 확률강우량보다 큰 규모를 나타냈다. 

하지만, 3.2장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1,0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극한 규모의 호우사상 평가에 기존 

관측강우량을 이용하여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적용하는 것

은 큰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짧은 관측기간

(33년) 동안 수집된 강우자료만으로 산정된 장기간의 재현기

간(1,000년)을 갖는 확률강우량을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자

료를 이용함으로써 3,000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확률강우량

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8년 호우사상과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4.3 d4PDF 자료 기반의 확률강우량과의 비교

본 연구는 히로시마 지점에 d4PDF 자료를 기반으로 3,000

개의 연 최대 일 강우량을 이용하여 재현기간에 따른 확률강

우량을 산정했다.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측 강우량을 이용하

는 것과는 달리, d4PDF 자료는 3,000개의 충분한 표본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확률밀도함수와 같은 통계적 해석방

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모수적으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히로시마 호우사상이 지속시간이 24시간

일 때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었고, 일본에서는 지속시간 

24시간의 확률강우량을 주로 설계강우량으로 채택하기 때

문에, 본 연구는 지속시간 24시간에 집중하여 d4PDF 자료의 

이용에 따른 확률강우량을 산정했다.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Fig. 6과 같이 관측강우량과 확률밀

도함수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비교되었다. 원형 점과 선은 

d4PDF를 이용하여 산정된 20년부터 1,000년의 재현기간을 

갖는 확률강우량을 나타내며, 삼각형 점과 선은 관측강우량

을 이용하여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나타낸다. 그 결과 관측강

우량의 확률강우량 대비 현재 기후조건에서의 d4PDF의 

확률강우량의 오차는 재현기간 20년에서 1.61%, 50년에서 

3.53%, 100년에서 11.40%, 150년에서 16.38%, 200년에서 

16.67%, 300년에서 20.76%, 500년에서 21.53%, 1,000년에

서 27.94%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두 확률강우량의 차이는 

50년의 재현기간까지는 상당히 낮았다. 이는 50년의 재현기

간은 실제 관측강우량의 표본의 크기 33년과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관측강우량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이 합리적으

로 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00년의 재현기간

에서 두 확률강우량의 오차가 10% 이상 나타나기 시작했으

며 재현기간이 증가할수록 확률강우량의 차이가 증가했다. 

이는 짧은 관측기간 동안 수집된 관측자료와 확률밀도함수

만으로 100년 이상의 장기간 재현기간을 갖는 확률강우량을 

Fig. 5. Comparing the 2018 Hiroshima Rainfall Event with the 

Probability Rainfall According to Each Rainfall Duration

Fig. 6. Comparison between the Probability Rainfall Estimated

Using the d4PDF and the Probability Rainfall Estimated Using

the Gumbel Distribution and Observed Rainfall According to 

the Retur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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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에는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극한 호우사상이 발생했을 때, 그 호우사상의 

규모가 매우 장기간의 재현기간을 나타낸다면, 기존 관측강

우량을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으로는 평가가 어려울 것이

다.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은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1,000년의 재현기간보다 더 높은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규모

였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의 정확 규모를 평가

하기 위해, d4PDF를 이용하여 비모수적으로 산정된 확률강

우량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Fig. 7의 좌측 

그래프를 Fig. 6의 현재 기후조건의 d4PDF를 기반한 확률강

우량과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냈

다. 그 결과,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은 Fig. 4에서 재현기

간 1,000년의 확률강우량보다 높은 규모를 나타냈지만, 

d4PDF를 이용한 확률강우량과의 비교에서 300년의 재현기

간을 갖는 확률강우량에 상응했다. 이 결과는 Fig. 6의 결과와 

같이 재현기간 100년 이후에 두 확률강우량의 차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확률밀도함

수와 같은 통계적 해석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대규모 앙상블 

모의자료를 통해 비모수적으로 확률강우량을 산정함으로써 

장기간 재현기간을 갖는 특정 극한 규모의 호우사상을 평가

할 수 있었다.

4.4 미래 기후조건에서의 확률강우량

2018년 히로시마에 발생한 호우사상이 미래 기후조건에

서는 어느 정도의 재현기간 규모로 평가될 수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d4PDF의 미래 기후조건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

우량을 산정했다. 미래 기후조건의 d4PDF 자료는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 온도가 4℃ 상승함에 따라 기후 모의를 

수행한 결과이다. 미래 기후조건에서 d4PDF의 한 앙상블은 

60년 동안의 자료로 구축되었고, 미래 기후조건의 d4PDF는 

총 90개의 앙상블로 구성되어 있어 총 5,400개의 연 최대 

강우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래 기후조건

에서도 확률밀도함수와 같은 통계적 해석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모수적으로 확률강우량을 Fig. 6과 같이 산정했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래 기후조건에서의 확률강

우량은 현재 기후조건에서의 그래프보다 위에 위치한다. 

현재 기후조건대비 미래 기후조건에서의 확률강우량은 재현

기간 20년에서 20.16%, 50년에서 28.40%, 100년에서 25.32%, 

150년에서 21.53%, 200년에서 24.02%, 300년에서 21.47%, 

500년에서 29.62%, 1,000년에서 26.65% 증가했다. 이 결과

는 동일한 재현기간에서 미래 기후조건은 더 높은 확률강우

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미래 기후조건과 

현재 기후조건에서 동일한 확률강우량일 때, 미래 기후조건

의 재현기간이 더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미래 기후조건에서는 현재 기후조건과 동일한 극한 규모의 

호우사상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7에서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이 미래 기후조건에

서는 어떤 재현기간을 나타내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히로시

마 호우사상은 미래 기후조건에서 100년의 재현기간에 가깝

게 나타냈다. 이 결과는 현재 기후조건에서 300년의 재현기

간을 나타내는 것과 다른 결과였으며 미래 기후조건에서는 

2018년 호우사상의 재현기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현재 기후조건에서는 0.33% (300년)에 가까운 매우 

드문 발생 확률을 나타내지만, 미래 기후조건에서는 상대적

으로 더 높은 확률(1%)로 이와 같은 호우사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관측강우량과 확률밀도함수로 산정된 확률

강우량과 비교함으로써, 1,000년의 재현기간을 갖는 확률강

우량보다 높은 규모를 나타냈던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

을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자료인 d4PDF 자료를 이용해 

평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미래 기후조건의 d4PDF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미래 기후조건하에서 2018년 히로시마 호우

사상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d4PDF는 매우 긴 

Fig. 7. Comparison of the Probability Rainfall Estimated Using the d4PDF and the 2018 Hiroshima Extreme Rainfall Event. Left

Figure Shows the Results of Comparison Under Present Climatic Conditions, and Right Figure Shows the Results of Comparison

Under Future Climat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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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기간을 나타내는 호우사상을 평가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미래 기후조건에서의 특정 호우사상

의 규모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로써 d4PDF 

자료가 극한 규모의 호우사상을 평가하는데 적용된다면 

기존에 수집된 관측 강우자료만으로 평가가 어려운 과거에 

발생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극한 호우사상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결과 기반의 

d4PDF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7월에 발생한 히로시마 

호우사상을 평가하였다. 이 히로시마 호우사상은 지속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서 역사적으로 전

례 없는 강우 규모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속시간 24시간에서

는 과거 가장 큰 규모의 호우(1995년)에 비해 1.85배나 큰 

313 mm의 규모를 기록했다.

히로시마의 1984년부터 2017년까지 관측된 연간 최대 

강우량을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고, 2018년 히로

시마 호우사상의 규모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속시간이 

24시간일 때 1,000년의 재현기간 강우량보다 더 큰 규모를 

나타냈다. 하지만, 1,0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극

한 규모의 호우사상 평가에 관측강우량의 적용은 짧은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짧은 수집 기간의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결과 기반의 

d4PDF를 이용하여 1,0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을 평가했다.

d4PDF 자료는 현재 기후조건에서 3,000개, 미래 기후조건

에서 5,400개의 연간 기상 및 기후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확률밀도함수와 같은 통계적 해석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 기후조건 및 미래 기후조건에서 비모수적으로 재현기

간 1년부터 1,000년까지의 확률강우량을 표현하였다. 현재 

기후조건의 d4PDF 자료로부터 산정된 확률강우량를 이용

하여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을 평가한 결과, 히로시마 

호우사상은 300년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확률강우량에 

상응했다. 미래 기후조건의 d4PDF 자료로부터 산정된 확률

강우량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히로시마 호우사상은 100년의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확률강우량에 상응했다. 이 결과는 

미래 기후조건에서 2018년 히로시마 호우사상의 재현기간

이 감소하고, 0.33%에서 1%의 더 높은 확률로 이와 같은 

규모의 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각 기후조건의 자료로부터 산정된 확률강우

량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기후조건에서의 2018년 

호우사상의 규모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극한 호우사상에 대한 평가에 대규모 기후 

앙상블 모의결과 기반의 d4PDF 자료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d4PDF 자료는 기후모형으로부터 산출

된 자료이기 때문에 기후모형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의 문제

점을 추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d4PDF 

자료는 지점 강우와의 해상도 차이에 따른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편향에 대한 검토 및 고려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히로시마 지점만을 중심으

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높은 적용성 및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한다면 추후 극치에 해당하는 다양한 기상현상 평가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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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방재

수자원 부족량 기반 가뭄 대응역량 평가

Assessment of Regional Drought Preparedness and Response 

Capacity on the Basis of Water Resources Shortage

윤동현*⋅남원호**⋅전민기***⋅안현욱****⋅유도근*****⋅박무종******

Yoon, Dong-Hyun*, Nam, Won-Ho**, Jeon, Min-Gi***, An, Hyun-Uk****, Yoo, Do-Guen*****, 

and Park, Moojong******

Abstract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weather fluctuations, weather phenomena such as global warming and increasing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are intensifying. Climate change increases the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and has been affecting the occurrence 

of drought. In recent years, severe drought has been occurring all over the world.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experienced a

mega drought from 2006 to 2016, Australia experienced a millennium drought from 2001 to 2009, and the Central and Northern

African continent suffered a mega drought from 2005 to 2018. With regard to extreme drought events,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causing enormous damage that is difficult to restore socially and economically. Drought response 

strategy for South Korea has focused on drought recovery and emergency measures for drought damage. To respond to severe 

drought event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regional drought response capacity and drought preparedness. In this study, long-term

water resource comprehensive plan, water management yearbook, and water statistics were used to evaluate drought response capabilities

according to region, including resilience analysis such as local economy, drought preparation system, and drought training. The

water resource shortage of each local government was calculated based on water demand and supply data, and drought response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was analyzed by combining it with resilience analysis for drough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long-term drought preparedness and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through the evaluation of drought

response capacity according to region.

Key words : Drought Response Capacity, Drought Preparedness, Water Resources Shortage, Resilience, Water Demand and Supply

요 지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지구온난화 심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전 지구적 기온 상승 등 기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 메가가뭄(Mega drought)을 경험하였으며,

호주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밀레니엄가뭄(Millenium drought), 아프리카 대륙 중북부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되는

장기 가뭄을 겪고 있다. 메가 가뭄의 경우 단기간 발생했던 기존 가뭄과 달리 장기간 수자원 고갈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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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와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Zhang and Zhou, 

2015), 미국 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는 가뭄을 20세기 최대 자연재

해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가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0년을 기점으로 전국적 또는 국지적 

가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2017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Moon et al., 2020; 

Yoon et al., 2020; S. Lee et al., 2021). 이러한 가뭄 발생 

빈도의 증가는 가뭄 지속 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과 호주의 장기 가뭄과 같은 10년 이상 지속되는 메가 

가뭄, 밀레니엄 가뭄의 전조로도 볼 수 있다.

메가가뭄은 기존의 가뭄과 달리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자연재해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경우 가뭄 관련 대책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의 분야별 유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단기간 또는 1년 단위의 

복구 및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인 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가뭄이 발생할 경우 수자원(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전반에 대한 고갈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가용수자원 및 현재 가뭄 

대응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을 

기반으로 전국 시군구의 지자체별 대응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지자체별 수자원, 가뭄 발생 및 심도, 지자체의 기존 

가뭄 대비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Shin et al. (2016), Oh et al. (2018) 등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지

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지수는 취약 지표, 위해 

지표, 경감 지표를 통해 지역별 안전 등급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발생에 따른 수자원 고갈 등 물리적 

요인을 취약 지표로, 가뭄 발생 지역, 심도 등 가뭄에 따른 

결과를 위해 지표로, 가뭄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경감 지표로 활용하였다. 취약 지표는 각 시군구

의 용수별 수요량 및 공급량자료를 기반으로 부족량을 평가

하여 산정하였다(Moon et al., 2021). 국내 수자원 수요량 

자료의 경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서 제시하고 있는 산정 방법을 따랐으며, 공급량 자료는 

통계자료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

하였다. 위해 지표는 국내외 가뭄 발생 및 전파, 심도 등에 

활용되는 위성영상 기반 가뭄 지수인 Evaporative Stress Index 

(ESI) (Anderson et al., 2007; Anderson et al., 2013; Anderson 

et al., 2015; Lee et al., 2019; Yoon et al., 2020)와 강수량 

및 증발산량 기반 가뭄 지수인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를 사용하였다(Nam et al., 

2015). 경감 지표는 복원력 평가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방법론과 가중치 등을 활용하였다(Yang, 2016; 

Lim, 2017; Kim et al., 2020).

2. 재료 및 방법

2.1 용수별 수요량 및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자료로부터 산정한 수자원 과부족 분석 

결과를 대응역량 평가 인자 중 취약 지표로 활용하였다. 

용수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요량의 경우 주요 

국가물관리계획(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산정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

리기본계획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 

기반 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에 따라 용수별 수요량을 산정하

였다.

생활용수 수요량은 상수도 급수 지역 수요량(공업용 및 

전용공업용 제외)과 상수도 미급수 지역 수요량, 기타 지하수 

이용량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장래인구, 계획 급수보급

률, 목표 유수율, 급수량 원단위 등의 자료를 미래 추정하여 

반영한다(Song et al., 2021). 공업용수 수요량은 기존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수요량과 계획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수요

량의 합으로 산정한다. 농업용수 수요량은 논용수 수요량, 

밭용수 수요량, 축산용수 수요량의 합으로 산정된다. 생활용

수 및 공업용수와 달리 농업용수는 실 사용량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지면적,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각 수요량이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자료 부족 및 정량적 통계자료 

부족 등 농업용수 공급량 자료 취득의 한계로 인해 농업용수 

수요량 중 논 용수 수요량만을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회, 경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는 장기 가뭄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으로,

장기 가뭄 발생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 따른 가뭄 대응역량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수자원

부족량 기반의 가뭄 대응역량 평가를 위하여 용수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요량 및 공급량 자료와 지자체별 가뭄대비

시스템, 가뭄훈련 등을 포함하는 복원력 분석을 활용하였다. 가뭄 발생 및 심도 파악을 위한 가뭄지수 값을 위해지표로,

수요량 및 공급량 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자원 부족량을 취약지표로, 복원력(회복력) 결과를 경감지표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가뭄 대응 역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별 가뭄 대응역량 평가를 통해 향후 중장기적인 가뭄 분석 및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가뭄 대응 역량, 가뭄 대비, 수자원 부족량, 복원력, 수요량 및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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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별 공급량 자료는 실제 공급된 계측값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생활용수 공급량은 상수도 통계의 총괄수량 

수지 분석 중 유수 수량 값을 공급량으로 사용하였다. 공업용

수 공급량의 경우 상수도 통계의 업종별 부과량 자료 중 

공업용 공급량과 공업용 정수시설현황의 공급량 자료가 

지방상수도 공급량으로, 수도관리연보의 시군구 수용가별 

연 공급량 및 수익 내역의 공급량 값을 광역상수도 공급량으

로 산정하여 구축하였다. 생공용수의 경우 지하수 연보를 

통해 지하수 공급량 값을 추가하였으며, 누락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상수도 통계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농업용수 공급량 자료는 실제 계측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취득 가능한 자료

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논 용수 공급량

만 사용하였으며, 누락 지역 또는 공사관리 저수지가 없는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정한 전국 8개 

도에 대한 용수별 수요량 및 공급량은 Tables 1~3과 같다.

2.2 Evaporative Stress Index

지자체별 가뭄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위해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위성영상 기반 가뭄지수인 ESI와 강수량 및 

증발산량 기반 가뭄지수인 SPEI를 활용하였다. ESI와 SPEI

는 다른 가뭄지수에 비해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가뭄 판단과 

실제 가뭄 심도 파악에 적합하다고 알려져있다(Anderson 

et al., 2015).

ESI는 실제 증발산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비를 통해 계산

되며, 지표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분량의 변화

를 감지 및 강조하여 실제 증발산량의 시간적 이상을 나타내

는 가뭄지수이다(Otki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MODIS 

영상의 MOD16A2 (L4) 영상을 활용하여 잠재 증발산량과 

실제 증발산량 영상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좌표 보정을 수행

하였다. 각 영상의 이상 값을 제거하고 비례 계수(Scaling 

Factor)인 0.1을 곱하여 영상을 가공한 후 Eq. (1)과 같이 

산정하였다.





(1)

여기서, ET는 실제 증발산량, PET는 잠재 증발산량을 

의미한다. Z-score 방법을 통해 표준화하였으며, 주요 가뭄 

시기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영농기(4월~10월)를 대상으로 

ESI를 산정하였다.

2.3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는 강수량 외에 기온

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Mavromatis, 2007; 

Kempes et al., 2008),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잠재 증발산량을 

강수량과 같이 고려하여 시간 척도에 따라 가뭄을 분석하는 

SPEI가 개발되었다(Vicente-Serrano et al., 2010). 본 연구에

서는 전국 시군구의 SPEI 값 추출을 위해 1973년 부터 관측자

료가 존재하는 전국 56개 기상관측소의 기상 자료를 활용하여 

Eq. (2)와 같이 계산하였다(Thornthwaite and Mather, 1955).









(2)

여기서, P는 강수량, PET는 증발산량을 의미하며, 최종적

Region
Water Demand

(1,000 m3)

Water Supply

(1,000 m3)

Gangwon-do 218,836 347,988

Gyeonggi-do 1,430,514 1,786,230

Gyeongsangnam-do 375,689 512,607

Gyeongsangbuk-do 368,295 574,496

Jeollanam-do 217,715 361,163

Jeollabuk-do 225,258 381,042

Chungcheongnam-do 259,177 426,347

Chungcheongbuk-do 171,942 391,399

Table 1. Demand and Supply of Public Water

Region
Water Demand

(1,000 m3)

Water Supply

(1,000 m3)

Gangwon-do 50,256 54,768

Gyeonggi-do 326,058 1,302,874

Gyeongsangnam-do 458,405 159,247

Gyeongsangbuk-do 624,510 251,731

Jeollanam-do 211,922 153,101

Jeollabuk-do 204,042 238,652

Chungcheongnam-do 199,749 235,872

Chungcheongbuk-do 81,051 217,236

Table 2. Demand and Supply of Industrial Water

Region
Water Demand

(1,000 m3)

Water Supply

(1,000 m3)

Gangwon-do 983,444 495,412

Gyeonggi-do 1,122,699 923,675

Gyeongsangnam-do 886,924 1,099,109

Gyeongsangbuk-do 1,523,850 1,569,868

Jeollanam-do 1,792,802 1,999,865

Jeollabuk-do 1,419,786 1,537,846

Chungcheongnam-do 1,732,974 1,703,423

Chungcheongbuk-do 570,018 578,836

Table 3. Demand and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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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SPEI는 Eq. (3)와 같이 시간 규모에서 합성되어 산정된다.




 
  









(3)

여기서, k는 합성의 시간 규모, n은 계산에 이용된 달수를 

의미한다. ESI와 마찬가지로 영농기(4월~10월)의 값의 평균

을 통해 최종적으로 6개월 시간척도 SPEI 값을 산정하였다.

2.4 복원력 평가 방법

복원력 평가는 대응역량 평가를 위한 인자 중 경감 지표로 

활용하였다. 복원력은 타 재해에 비해 지속 기간이 길고 

피해의 지역별 편차가 큰 가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습 가뭄 

지역, 복구 능력을 갖춘 지역 등 가뭄 대응을 위한 지역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및 재난 관련 복원력 

평가를 수행한 선행 연구의 방법론에 기반하여 복원력 평가 

인자 및 방법, 결과를 도출하였다(C.W. Lee et al., 2021).

복원력 평가에는 내구성, 대체성, 자원동원력, 신속성 등

의 인자가 활용된다. 내구성은 초기 안정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주어진 수준의 건조 상태를 견뎌내는 역량을 의미한다. 

대체성은 가뭄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체 자원 

가용성을 의미하며, 자원동원력은 필요한 업무의 우선순위

를 정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긴급 대응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의미한다. 신속성은 전체 

복구를 계획하기 위해 적시에 재해를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의미한다.

내구성은 지역 수자원 이용가능량, 지역 경제 취약성, 

연평균 강수량 및 변동성, 과거 가뭄 발생 및 대응 수준, 

지역 평균 물 소비량 등 5가지 세부 인자로 구성된다. 대체성

은 주변 지역의 수자원 활용 가능 여부, 지하수 자원 가용성, 

농업용수 활용 방법, 가뭄 대비 물 할당 우선순위 존재 여부, 

가뭄시 저수지 운영정책 존재 여부 등 5가지 세부 인자로 

구성된다. 자원동원력은 가뭄종합대책의 구체성, 수자원 

재해에 대한 예산 편성, 가뭄 예측 및 경보시스템의 가용성 

및 활용성, 가뭄 취약성 지도 존재 여부 및 활용성, 가뭄시 

조직 운영방안의 구체성 등 5가지 세부인 자로 구성된다. 

신속성은 지역 인구, 가상 가뭄 훈련 여부 및 구체성, 가뭄에 

대한 대중 인식, 이해 수준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각 인자는 지자체별 자료로 정리하여 구축하였으며, Z-score 

표준화를 통해 인자에 따른 시군구 분석값을 0~1로 정리하였

다.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한 

점수 배분, 가중치 부여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존재 여부 및 시행 여부에 따라 동일한 점수로 적용하였다.

2.5 대응역량 평가 방법

대응역량 평가는 가뭄에 대한 위해 지표, 취약 지표, 경감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위해 지표는 재난에 의한 결과로, 

가뭄에서는 가뭄 피해 지역, 심도, 발생 빈도 등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취약 지표는 위해 발생의 물리적 원인으로 수자원 

부족 및 고갈 위험성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경감 지표는 

가뭄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역량을 

나타낸다. 위해 지표로는 ESI와 SPEI의 시군구별 지수 값을 

표준화하여 계산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취약지표는 각 시군

구의 수자원 부족량 값을, 경감지표로는 복원력 평가 결괏값

을 사용하였다. 각 지표의 가중치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보도자료 및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 방안(Bong, 2020)에 따라 위해 지표 0.5, 취약 

및 경감지표 0.25를 활용하였으며, Eq. (4)와 같이 산출하였다.

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 (4)

3. 연구 결과

3.1 용수별 과부족 분석 결과

생활용수 과부족 평가 결과 전체 167개 시군구 중 7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정상 범위로 나타났다. 부족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으로는 강원도 태백시(-2,946 천m3), 경기도 오산시

(-2,003 천m3), 경상남도 통영시(-1,495 천m3) 등이 있었다. 

공업용수 과부족 평가 결과 전체 167개 시군구 중 50개 

시군구에서 부족량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 경상북도 포항

시(-23,381 천m3), 경기도 여주시(-33,150 천m3), 전라남도 

무안군(-10,660 천m3) 등에서 가장 많은 부족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의 경우 전체 167개 시군구 중 79개 시군구에서 

부족량이 발생하였으며, 충청남도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경기도 화성시, 여주시, 이천시, 경상북도 성주군, 상주시, 

창원시 등에서 -30,000 천m3 이상의 부족량이 발생하였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에 비해 농업용수의 경우 과잉 공급량

과 부족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4는 과부족 결과를 

주요 지역(8개 도)에 Fig. 1은 용수별 과부족 평가 결과를 

도시화한 결과이다.

3.2 가뭄 발생 분석 결과

2015년 각 지자체의 가뭄 발생 및 심도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 ESI와 SPEI를 활용하였다. 2015년 실제 

가뭄 현황을 대상으로 가뭄지수 결과의 실제 가뭄 상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증하였다. 2015년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26.6%~74.9%로 낮게 나타

났으며, 특히 경기도, 충청도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로 

가장 낮았다. 영농기 주요 가뭄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로 

나타났다.

2015년 영농기 대상 ESI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장 낮은 지수 값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0.745)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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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0.512), 충청남도(-0.323), 충청북도(-0.228)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중부지방의 가뭄 현황

을 실제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가뭄 지역 및 심도 판단 인자로

서 활용하였다. 전국 시군구에 대한 가뭄지수 결과는 Fig. 

2와 같다.

SPEI 분석 결과의 경우 ESI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강원

도가 각각 -1.667, -1.699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중부지

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지수 

비교 결과, 실제 가뭄 경향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SPEI의 경우 2015년 극심한 가뭄에 대한 심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SPEI의 공간분포 경향지도는 Fig. 3과 같으며, 

판단 기준은 Table 6과 같다.

Public Water Industrial Water Agricultural Water

Region
Water Balance 

(1,000 m3)
Region

Water Balance 

(1,000 m3)
Region

Water Balance 

(1,000 m3)

Gangwon-do 7,175 Gangwon-do 251 Gangwon-do -488,032

Gyeonggi-do 11,475 Gyeonggi-do 31,510 Gyeonggi-do -199,024

Gyeongsangnam-do 7,607 Gyeongsangnam-do -16,620 Gyeongsangnam-do 212,185

Gyeongsangbuk-do 8,965 Gyeongsangbuk-do -16,208 Gyeongsangbuk-do 46,018

Jeollanam-do 6,520 Jeollanam-do -2,674 Jeollanam-do 207,064

Jeollabuk-do 11,127 Jeollabuk-do 2,472 Jeollabuk-do 118,060

Chungcheongnam-do 11,145 Chungcheongnam-do 2,408 Chungcheongnam-do -29,551

Chungcheongbuk-do 19,951 Chungcheongbuk-do 12,380 Chungcheongbuk-do 8,818

Table 4. Result of Water Excess and Deficiency of Major Regions

(a) Public Water (b) Industrial Water (c) Agricultural Water

Fig. 1. Result of the Water Excess and Deficiency

Evaporative Stress Index (ESI)

Region Result

Gangwon-do -0.512

Gyeonggi-do -0.745

Gyeongsangnam-do 0.060

Gyeongsangbuk-do 0.002

Jeollanam-do -0.138

Jeollabuk-do -0.165

Chungcheongnam-do -0.323

Chungcheongbuk-do -0.228

Table 5. Drought Analysis Result Using ESI



4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22년 4월

3.3 복원력 평가 결과

복원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후 

각 결과값의 합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Table 7은 8개 도에 

대한 복원력 평가 결과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값을 의미한

다. 전국 평균은 6.83으로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지역 내에서도 복원력 

평가 결과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3.4 대응역량 평가 결과

농업용수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공사관리 지역을 제외

한 모든 시군구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2개 시군구, 강원도 2개 시군구, 전라북

도 1개 시군구, 경상북도 3개 시군구, 경상남도 1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대응역량을 분석하였다.

대응역량 평가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85.88), 강원도(76.16), 충청남도(73.57) 순으로 높은 대응역

량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대응역량을 보인 지역은 경상남도

로 산정되었다.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 경기도 시흥시

(110.46), 김포시(100.97), 충청남도 서산시(97.50)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경상남도 합천군(44.45), 전라남도 곡성

군(48.38) 등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Fig. 4는 시군구별 

Fig. 2. Drought Map Using ESI (2015)

Fig. 3. Drought Map Using SPEI (2015)

Evaporative Stress Index (ESI)

Region Result

Gangwon-do -1.667

Gyeonggi-do -1.699

Gyeongsangnam-do -0.367

Gyeongsangbuk-do -1.355

Jeollanam-do -0.352

Jeollabuk-do -1.069

Chungcheongnam-do -1.228

Chungcheongbuk-do -1.421

Table 6. Drought Analysis Result Using SPEI

Region Mean Max Min

Gangwon-do 6.30 8.67 4.14

Gyeonggi-do 7.00 9.62 4.35

Gyeongsangnam-do 6.87 9.52 3.63

Gyeongsangbuk-do 6.54 9.49 2.67

Jeollanam-do 6.29 8.77 3.63

Jeollabuk-do 6.77 10.02 4.24

Chungcheongnam-do 7.08 9.54 3.81

Chungcheongbuk-do 6.25 8.67 4.81

Table 7. Result of Drought Response Competency

Region
Hazardous

indicator

Vulnerable

indicator

Mitigation

indicator

Response

capacity

Gangwon-do 26.23 9.22 11.61 76.16

Gyeonggi-do 18.35 10.54 14.77 85.88

Gyeongsangnam-do 43.86 9.46 14.20 60.89

Gyeongsangbuk-do 42.29 9.04 13.73 62.40

Jeollanam-do 37.82 9.34 12.32 65.16

Jeollabuk-do 37.45 9.75 13.87 66.67

Chungcheongnam-do 31.87 9.54 14.98 73.57

Chungcheongbuk-do 34.93 11.22 12.16 66.01

Table 8. Result of Drought Respons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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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역량 단계를 공간분포 지도로 나타낸 결과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자원의 부족을 주 인자로 활용하여 

각 지자체의 가뭄 대응역량을 평가하였다. 대응역량 평가를 

위해 취약지표로 용수별 수요량 및 공급량 자료 기반 과부족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전국적인 가뭄 현황 및 심도를 

나타내는 위해지표로 위성영상 기반 가뭄지수인 ESI와 강수

량 및 증발산량 기반 가뭄지수인 SPEI를 활용하였다. 경감 

지표로는 주요 가뭄 관련 인자를 활용한 복원력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과부족량 기반 취약 지표, 가뭄지수 기반 위해 지표 분석 

결과, 강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부 지방에서 수자원 

부족량과 극심한 가뭄을 보였다. 실제 해당 지역들은 2015년 

최소 강수량이 발생하고 가뭄대책 및 피해가 조사된 지역이

다. 복원력 평가 기반 경감 지표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전국 8개 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댓값과 

최솟값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에서 편차가 가장 적어 해당 지역들은 안정적인 복원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대응역량을 분석한 결과 

경기, 강원, 충청남도에서 높은 대응역량을 보였다. 해당 

결과는 앞서 분석한 수자원 부족량 분석 및 가뭄 심도 분석과

는 상반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들은 과거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였던 주요 지역으로 사전 대비 

능력, 수리시설물, 대체수자원 확보 등의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대응역량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경우 단일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뭄 

발생 규모 및 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는 

가뭄 사상을 전국적으로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뭄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농업용수 공급량 자료 보완 및 복원력 평가의 가중치 

보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누락된 시군구 

없이 전국 시군구 대상의 대응역량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응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인자는 각 지자체의 가뭄 대응역량 평가 및 가뭄관리계

획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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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저해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 기상 및 기후요소는 용수공급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Li et al., 2016). 적은 

양의 강수로 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미국 캘리

포니아의 가뭄은 그 지역에 용수공급 제한을 유발하였다

(Williams et al., 2015). 국내에서도 봄철 강수량 부족 및 

마른장마의 영향으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보령댐의 저수율

이 역대 최저인 18.9%를 기록하기도 하였다(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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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기상청 장기예보 활용 방법 제안

Risk Aversion-based Approach for Using Long-term Forecast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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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rovides long-term forecasts to predict the grades of monthly precipitation for lead times

of 1, 2, and 3 months. However, the performance of long-term forecasts is low. The present study proposes a method for use 

of long-term forecasts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This method is based on the concept of risk aversion and compares “Capable

of flood or not?” and “Capable of drought or not?”, while the conventional approach compares “Capable of flood or normal?”

and “Capable of drought or normal?”.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the Chungju dam basin to assess its forecasting performance.

Evaluation indices such as hit rate and relative operating curve were used. Based on the risk-aversion-based approach, the evaluation

indices we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0.6-0.7, indicating that the forecasting performance is goo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risk-aversion-based approach can be advantageous in long-term forecasts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purposes, especially 

for preventing floods and droughts.

Key words : Long-term Forecast, Risk Aversion, Forecasting Performance, Flood, Drought

요 지

기상청에서는 1, 2, 3개월의 월강수량 등급을 예측하는 장기예보 전망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은

충분히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예보 자료를 수자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다. 기존의 접근 방법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를 비교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론을 충주댐유역에

적용하고,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HR, ROC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지표가 0.6~0.7 정도로 산정되어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상청 장기예보 자료를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여 활용하는 것이

홍수 및 가뭄 대응과 같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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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반대로 과도한 강수로 인한 홍수는 치수 목적의 수자

원 운영에 문제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발생한 

장기간의 장마는 댐하류 지역에 극심한 홍수피해를 유발하

였다(Lee et al., 2020). 특히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빈번

하고 극심한 기상현상이 더 자주 발생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Romero-Lankao et 

al., 2014).

용수공급 제한 및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회

피(risk aversion) 개념 기반의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진다. 

위험회피 개념에 기반한다는 의미는 수자원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자원 공급을 

계획 및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Watkins Jr and McKinney, 

1997). Gandolfi et al. (1989)는 수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위험회피능력를 극심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심각한 붕괴

(dramatic failure)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가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용수 공급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현재의 댐 운영방식을 조정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You and Cai, 2008). 홍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댐 월류의 위험과 댐하류 범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댐 상하류의 수위를 고려하여 방류 

방식을 미리 조정하는 것 또한 위험회피 개념 기반의 수자원 

관리에 해당한다.

댐 운영 문제는 위험회피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이다(Bower et al., 1962; You and Cai, 2008; Jin et 

al., 2021). 안정된 수자원 관리 및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는 미래의 상황을 고려한 댐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미래의 홍수 및 가뭄 발생으로 유발되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미래에 가뭄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공급량을 줄여 댐의 저수량을 늘리고, 

이를 미래의 공급에 사용함으로써 갈수피해를 예방한다.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댐의 저류량을 미리 방류

시켜 충분한 홍수저류용량을 확보함으로써 댐하류의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 즉, 현재의 댐 운영방식이 미래의 용수 

수급 제한 위험이나 홍수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결정되

는 것이다(Nardini et al., 1992).

댐 유입량의 많고 적음에 대한 정보는 기상 및 기후 상태에 

대한 예측자료로부터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

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장기예보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기후예측시스템인 Global Seasonal 

forecast system version 5 (GloSea5)의 수치모델링 결과로부

터 기온, 강수와 같은 기상요소를 최대 3개월까지 예측한 

자료이다.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전력 및 에너지, 농식품, 보험, 관광레저, 의류, 

가전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KMA, 2015a). 

수자원 분야에서는 장기예보를 주로 댐 운영에 활용한다. 

장기예보 예측치를 반영하여 댐 유입량을 모의하고 그에 

따라 댐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또한 댐 유입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앙상블 유량예측시스템의 앙상블 멤버 가중치 

결정에 활용하기도 한다(Croley, 2000; Schaake et al., 2007; 

Kang et al., 2007; Stedinger and Kim, 2010).

그러나 기상청 장기예보는 신뢰도의 문제가 있어 장기예

보의 활용이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예측선행

시간이 긴 장기예보는 기후시스템의 비선형성과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단기 및 중기예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낮고 불확실성은 큰 특징이 있다(Son et al., 2017). 

예측 초기 시점의 작은 오차가 미래시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특성에 의한 한계가 있다(Slingo and Palmer, 2011). 

여러 연구들에서는 장기예보의 예측 정확도를 40% 이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Lee et al., 2006; Son et al., 2017). 

또한, 국내에서 활용하는 기후예측모델의 성능이 그리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모델 개발 능력의 

부족으로 영국에서 도입한 Glosea5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초기장도 외국에서 생산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에 대한 예측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장기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상선진국의 60~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외

에도 기후변화, 예보관의 주관성 개입, 업무의 분산 및 전문인

력의 부족 등이 장기예보의 또다른 한계이다(KMA, 2017a).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장기예보는 미래

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예보 자료를 수자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다. 기존의 장기예보 등급에서 A (Above normal)

와 B (Below normal)는 각각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과다한 

강수와 가뭄을 유발할 수 있는 과소한 강수를 의미한다. 

위험회피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N (Normal)은 위험 정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N의 정보를 A와 B에 포함시켜 

B를 회피하는 A와 N (즉, AN), A를 회피하는 B와 N (즉, 

BN)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대상 위험과 대상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상상태를 제외한 두 개의 다른 위험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다른 개념이다. 즉, 기존의 접근 방법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 가뭄 발생 가능성

이 있느냐?’를 비교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접근 방법에서

는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접근 

방법을 충주댐유역이 위치하는 충청북도 지역의 1, 2, 3개월 

장기예보에 적용하고,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현 정확도 수준의 기상청 장기예보가 효율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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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청 장기예보

2.1 장기예보 생산 현황

우리나라의 장기예보 생성 및 발령업무는 기상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1973년 월간예보로부

터 시작되어 1984년 5월부터 계절예보(여름, 겨울), 2001년

부터 1개월 예보와 6개월 예보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2006년 3월부터는 계절예보를 3개월예보로 대체하여 운영

하고 있다. 1999년 이전까지는 주로 기후값, 주기법, 다중회

귀 등의 통계학적 방법에 기반하였다. 1999년 이후부터는 

물리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전지구 역학모델인 GDAPS를 

도입하였고, 2008년에는 영국 UM 모델의 GloSea5와 같은 

역학모델의 예측자료에 근거한 장기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KMA, 2015b). 2009년 10월부터는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

하고자 전국을 1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구역별로 장기예보

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장기예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사결

정 지원을 위하여 2014년 5월부터는 단정예보에서 확률예보

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KMA, 2017a).

기상청 장기예보는 기후요소의 현황 감시, 모델링 및 분석, 

전국 예보 초안 결정을 위한 토의, 전국 및 지역 예보 최종 

결정, 예보 발표의 절차로 진행된다(KMA, 2017a). 먼저, 

기후 감시 및 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 및 다양한 기후요

소를 감시하고 예보관의 예보 및 통보 업무를 지원하는 

현업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후감시시스템, 브리핑시

스템, 예보⋅통보⋅검증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모델링 및 분석 단계에서는 기후감시 

결과를 이용하여 GloSea5 예측모델의 기온 및 강수량 예측 

결과를 분석한다. 모델링 결과에 기반한 토의를 통해 전국 

예보 초안을 결정하는데, 이때 기상요소의 많음, 비슷, 적음

의 기준은 과거 평년 관측치를 토대로 결정하고 앙상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각 등급에 대한 확률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장기예보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인 정보(기후

감시요소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및 지역별 

확률예보를 발령한다.

기상청 장기예보는 주 단위 및 월 단위 예보로 나뉜다

(KMA, 2015b). 주 단위 장기예보는 매주 발표되며,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부터 향후 4주 동안의 기온, 강수량 전망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예보 결과를 포함한다. 월 단위 장기예보

는 매달 발표되며, 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향후 

3개월 동안의 월별 기온 및 강수량 전망과 기압계 동향 

및 전망, 황사, 태풍 등 계절별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온과 강수의 장기예보 표현 방식은 평년보다 

높음, 비슷, 낮음 세 등급으로 표현되며, 각 등급에 대한 확률을 

제시한다. 강수량의 경우, 세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평년

(1981-2010년)의 월별 강수량의 상위 33% 및 66%이다. 발표

된 장기예보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weather.go.kr/)

에 공지된다.

2.2 장기예보의 성능 평가

기상청 장기예보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한 연구로는 

Lee et al. (2006)과 Son et al. (2017)이 있다. Lee et al. (2006)은 

충주댐유역을 대상으로 월간기상정보의 예측성능을 평가하

였다. 예측성능 평가에는 적중횟수(hit number)와 적중률(hit 

ratio)를 이용하였다. 관측치가 예보와 일치한 경우에는 1,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부여한 후 검증기간 동안 모두 

합하여 적중횟수를 계산하였다. 적중률은 적중횟수를 검증

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Son et al. (2017)에서는 2014년 6월부

터 2016년 6월까지의 확률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였

다. 평가방법으로는 Hit Rate, Reliability Diagram, Relative 

Operating Curve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Hit Rate는 전체 횟수 

중 적중한 경우의 비율을 의미한다. Reliability Diagram은 

각 확률구간에 따라 예측한 확률과 관측 빈도의 유사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Relative Operating Curve는 예측

한 경우의 비율(Probability of Detection, POD)과 예측하지 

못한 경우의 비율(False Alarm Ration, FAR)의 대립되는 

두 결과를 구분하는 예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두 

선행 연구의 예측성능 평가방법 모두 관측치와 예측치를 

비교하여 작성한 실적표에 기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기상청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은 신

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상예보의 신뢰도

를 평가한 KMA (2017a)에 의하면,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단기예보는 90% 이상의 예측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장기예보는 2015년 기준 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Lee et al. (2006)은 충주댐유역의 1991~2002년 월간예보 

적중률이 평균 28% 정도이며, 연도별로 따졌을 때에도 대부

분의 경우 33%보다 낮다고 분석하였다. Son et al. (2017)에서

는 용담댐과 남강댐유역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

지 발령된 1개월 및 3개월 장기예보에 대한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는데 3개월 장기예보의 경우 약 30~40% 정도의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33%의 예측성능은 3개 

구간에 대한 예측 문제에서 예측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예보 예측성능 저하의 원인으로는 장기적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기후예측모델 성능의 한계, 독자적 예보시스

템의 부재, 기후변화의 영향 등이 꼽힌다. 장기예보를 위한 

수치예측모델링은 기후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비정상

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황으로는 정도 높은 모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Son et al., 2017). 또한, 대기, 해상, 식생 

등 다양한 기후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개월을 선행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KMA, 2017b). 아울러 우리나

라는 최근까지 독자적인 모델을 이용하지 않고 영국에서 

도입한 Glosea5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초기장 관련 

기술의 부족으로 외국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델 운영 및 관리 역량이 미숙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KMA, 2017a). 기후변화로 인해 전지구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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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들이 대기순환을 통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격상관의 문제도 예측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KMA, 2015b).

2.3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성능 평가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에 대한 기존의 평가 방법은 평년 

대비 많음(A), 비슷(N), 적음(B) 세 가지 등급으로 구성되는 

실적표의 작성 및 평가지표를 이용한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

진다. 먼저, 장기예보의 예측치와 관측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적표를 작성한다. 장기예보 예측치와 관측치를 

모두 A, N, B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Fig. 1과 같은 표를 

만들고, 예측치와 관측치의 등급에 따라 횟수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장기예보가 A등급을 예측하였을 때 N등급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관측되었다면 실적표의 b를 1 증가시킨다. 

실적표가 완성된 이후에는 Hit Rate (HR), Relative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와 같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장기예

보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HR은 전체 예측 횟수

(a+b+c+d+e+f+g+h+i) 중 예측치 등급과 관측치 등급이 일치

하는 즉, 장기예보의 예측이 적중한 횟수(a+e+i)의 비율을 

의미한다. HR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예측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on et al. (2017)

이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청 장기예보의 HR을 

산정한 결과, 평균 0.3~0.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서는 장기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ROC를 이용한다(NIMS, 2019). ROC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먼저 관측치를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적중률

과 비적중률을 산정한다. Fig. 1의 실적표로부터 A에 대한 

관측 적중률은 a/(a+d+g)이며, 비적중률은 (d+g)/(a+d+g)로 

계산된다. N과 B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산을 수행한다. 다음

으로 등급별로 계산된 적중률과 비적중률을 좌표계에 도시

한다. 적중률을 y값, 비적중률을 x값으로 하는 점을 표시한 

뒤 이 점들과 (0,0), (1,1)을 연결하여 곡선을 만든다. 그려진 

곡선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ROC에 해당한다. 따라서 ROC는 

0과 1 사이의 값이며, 모든 예측이 100% 적중했을 경우 

ROC 값은 1이고 예측이 모두 빗나간 경우의 ROC 값은 

0이다. ROC 값이 0.5~0.6 구간에 속하면 예측 “fail”, 0.6~0.7 

구간이면 “poor”, 0.7~0.8은 “fair”, 0.8~0.9는 “good”, 0.9~1.0

은 “excellent”로 평가할 수 있다(NIMS, 2019).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평가 방법은 기존 등급 체계에서 

N을 A와 B 등급에 할당하여 재분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위험회피 개념의 접근 

방법은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A는 

과다한 강수로 인한 홍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대상 위험은 A이고, N과 B는 ‘대상 위험 A를 

회피한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위험인 A와 대상 위험이 아닌 N과 B의 결합인 BN으로 

등급을 재구성한다. 기존의 실적표를 재분류하는 방법은 

Fig. 2와 같다. 대상 위험 A를 회피하는 BN 예측이 적중할 

횟수는 e+f+h+i이고 확률은 (e+f+h+i)/(d+e+f+g+h+i)이며, 

비적중할 횟수는 d+g이고 확률은 (d+g)/(d+e+f+g+h+i)가 

된다. 반대로 B는 과소한 강수로 인한 가뭄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대상 위험이 B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등급이 A와 N이 되어 이때에는 B와 AN으로 재분류된다. 

Fig. 2에서 대상 위험 B를 회피하는 AN 예측이 적중할 

횟수는 a+b+d+e이고 확률은 (a+b+d+e)/(a+b+c+d+e+f)이

며, 비적중할 횟수는 c+f, 확률은 (c+f)/(a+b+c+d+e+f)로 계

산된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경우, 즉, 위험회피 개념을 적용할 

경우의 실적표는 두 범주(A와 BN, 혹은 B와 AN)로만 구성된

다. 기존 A, N, B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실적표와는 달리 

N의 경우가 A와 B에 모두 포함되는 형태로 변형되는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기존의 예측결과를 이용하거나 

평가하는 방식만이 달라지는 것이지 예측 그 자체가 달라지

Fig. 1. Contingency Table for the Conventional KMA’s Long-term 

Forecast

Fig. 2. Reclassification of the Contingency Table for the KMA’s

Long-term Forecast Based on the Risk Avers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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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예측된 결과를 이용하는 방식만이 달라지는 

것이다.

3. 대상 지역 및 자료

3.1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는 댐 유역인 

충주댐유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충주댐은 충청북

도 충주시 동북방 남한강 수계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현재 K-Water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강수계의 수자원을 개발하여 수도권 지역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Jun, 2009). 충주댐유

역은 충청북도의 3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과 강원도

의 8개 시군(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강릉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그리고 경상북도의 3개 시군(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등 3도 8시 6군으로 구성된다. 유역면적은 6,648 km2로 

전 국토면적의 6.7%에 해당한다. Fig. 3은 충주댐유역의 

위치 및 유역도를 나타낸 것이다.

3.2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상관측 강우자료와 기상청 장기예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확보할 수 있는 기상청 장기예보 자료의 

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관측자료도 동

일한 기간을 이용하였다. 기상청 장기예보는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상관측 강우자료 

또한 충청북도에 위치하는 5개의 ASOS 관측소(충주, 청주, 

추풍령, 제천, 보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장기예보는 1, 2, 

3개월을 예측한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다. Fig. 4(a)는 5개의 

지상관측소에서 관측한 월강수량을 티센가중법을 이용하여 

면적평균한 시계열을 나타낸다. 또한, 2020년 5월에 발표된 

12개 구역별 장기예보는 아래와 같다.

관측치와 예측치 사이의 실적표는 월강수량 등급에 기반

하여 작성된다. 장기예보 예측치는 등급으로 발표되지만 

관측치에 대한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A, N, B를 구분하는 기준은 평년 강수량이다. 즉, 평년 강수량

과 관측치가 비슷한 경우 N으로 구분하며 그보다 클 경우 

A, 작을 경우 B이다. 따라서 평년 기간인 1981년부터 2010년

까지 30년 동안의 충청북도 지역 월관측치를 이용하여 등급

을 구분하였다. N의 범위는 평년 기간의 월강수량 중 상위 

33%와 하위 33%가 포괄하는 강수량에 해당하며, Table 

1은 월별 N 범위를 구분하는 상한계와 하한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 수치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측

치 등급을 분류하였다.

A, N, B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강수량 관측치의 등급을 구분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ig. 3. Location and Shape of Chungju Dam Basin

(a) Monthly Rainfall Observed at Chungju Dam Basin (b) An Example of KMA’s Long-term 

Forecast Provided in May, 2020

Fig. 4. Observed and Forecasted Data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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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치에 대해 등급이 결정된 120회 중 A가 총 45회, N이 

35회, B가 40회로 나타났다(Table 2). 그러나 장기예보는 

1개월 예측의 경우, A가 28회, N이 54회, B가 36으로, 평년범

위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2개월 예측(A: 25, N: 55, B: 38)과 3개월 예측(A: 21, N: 

57, B: 39)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기상청 장기예보는 A와 

B보다 N을 더 많이 예측하는 보수적인 측면을 보여주며, 

이러한 특성은 수자원의 위험회피적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

하게 작용한다.

3.3 관측 및 예측자료에 나타난 전이확률 평가

(기존 A, N, B의 평가)

장기예보 예측치와 실제 관측 강수량의 추계학적 거동에 

대한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이확률을 산정하였다. 

전이확률은 정적(static)인 개념의 확률이 아닌 동적(dynamic)

인 개념의 확률을 의미하며, Markov process의 성질에 기반

하여 산정된다(Isaacson and Madsen, 1976; Norris, 1998). 

Markov process는 미래시점의 상태를 추정하는데 현재시점

과 바로 이전시점의 상태만을 이용하는 추계학적 과정이다

(Kang and Yoon, 2002).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월강수량 

등급의 전이확률은 n월의 i등급에서 월 이후인 (n+)월

의 j등급으로 전이되는 확률을 의미하며, Eq. (1)과 같이 

정의된다.


  ∣   (1)

 = 1, 2, 3, i, j = A, N, B, n = 1, 2, …, 12

또한, 전이확률은 Eq. (2)와 같이 계산된다.





 (2)

 = 1, 2, 3, i, j = A, N, B, n = 1, 2, …, 12

여기서 
은 n월 i등급에서 (n+)월 j등급으로 전이

되는 횟수를 의미하고, 
은 n월의 i등급 발생 횟수를 

의미한다.

Eq. (2)를 이용하여 관측치와 장기예보에 대한 전이확률을 

산정하였다. Table 3은  = 1개월에 대한 전이확률 산정 

결과이다. 그 결과, 관측치와 예측치 전이확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확률 산정 간격인 , 전이 기준

시점 i, 전이 대상시점 j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이 기준시점의 등급에 관계없이 관측치는 대체적으로 

A로 전이될 확률이 크게, 예측치는 N으로 전이될 확률이 

크게 나타났다.  = 1개월인 경우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관측치 전이확률을 평균한 결과, 관측치가 A에서 A로 전이

될 확률은 0.471, N에서 A로 전이될 확률은 0.444, B에서 

A로 전이될 확률은 0.397로 N, B로 전이되는 확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치 전이확률의 경우에는 A에서 

N으로 전이될 확률이 0.473, N에서 N으로 전이될 확률이 

0.462, B에서 N으로 전이될 확률이 0.377로 다른 등급으로 

전이될 확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 2, 3개월인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다음으로 월별 정상상태확률을 유도하였다. 정상상태확

률은 상태 i에서 상태 j로의 변환을 무한히 반복하였을 때,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Upper Limit 14.8 14.0 39.2 43.3 67.4 117.4 238.7 213.5 63.3 28.8 25.5 16.7

Lower Limit 24.5 35.2 51.0 74.5 108.6 174.5 348.2 298.6 215.5 43.5 52.2 24.6

Table 1. Upper and Lower Limits of ‘N’ Category for Each Month Determined with Monthly Rainfall Data Observed from 1981

to 2010 (mm)

Year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2011 B A B A A A A A N A A B

2012 N B A A B B N A N A A A

2013 A A N A N N N B N B A A

2014 B B A N B B B N N A N A

2015 N N N A B B B B B A A A

2016 B A B A N B A B N A N A

2017 N A B N B B A N N B B A

2018 N N A A A B B A N A N A

2019 B N B N B B B B N A A N

2020 A A B B N N A A N B N B

Table 2. Monthly Rainfall Category for Each Month from 2011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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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확률과 관계없이 수렴되는 특정 확률을 의미한다

(Isaacson and Madsen, 1976; Norris, 1998). 월 정상상태확률 


는 시작월 n과 대상월 n+에 따라 다른 값으로 

유도된다. 12개월 주기로 연속되는 전이확률을 지속적으로 

곱한 결과의 행(row) 벡터가 월 정상상태확률이 된다. 예를 

들어  = 1개월인 경우의 1월 정상상태확률은 Eq. (3)을 

December (i) → January (j) January (i) → February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142 0.429 0.429 0.286 0.428 0.286 A 1.000 0.000 0.000 0.500 0.500 0.000

N 1.000 0.000 0.000 0.000 0.000 1.000 N 0.250 0.500 0.250 0.000 0.500 0.500

B 0.000 1.000 0.000 1.000 0.000 0.000 B 0.500 0.250 0.250 0.000 0.500 0.500

February (i) → March (j) March (i) → April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000 0.200 0.800 0.400 0.400 0.200 A 0.667 0.333 0.000 0.333 0.667 0.000

N 0.333 0.333 0.333 0.333 0.667 0.000 N 1.000 0.000 0.000 0.000 1.000 0.000

B 1.000 0.000 0.000 0.000 1.000 0.000 B 0.400 0.400 0.200 0.800 0.000 0.200

April (i) → May (j) May (i) → June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333 0.333 0.333 0.167 0.666 0.167 A 0.500 0.000 0.500 0.000 1.000 0.000

N 0.000 0.000 1.000 0.000 0.333 0.667 N 0.000 0.667 0.333 0.333 0.000 0.667

B 0.000 1.000 0.000 0.000 0.000 1.000 B 0.000 0.000 1.000 0.000 0.200 0.800

June (i) → July (j) July (i) → August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1.000 0.000 0.000 1.000 0.000 0.000 A 0.500 0.250 0.250 0.750 0.000 0.250

N 0.500 0.500 0.000 0.500 0.500 0.000 N 0.500 0.000 0.500 0.500 0.500 0.000

B 0.286 0.143 0.571 0.000 0.571 0.429 B 0.250 0.250 0.500 0.000 0.750 0.250

August (i) → September (j) September (i) → October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000 1.000 0.000 0.500 0.250 0.250 A 0.333 0.333 0.333 0.333 0.333 0.333

N 0.000 1.000 0.000 0.000 1.000 0.000 N 0.667 0.000 0.333 0.125 0.375 0.500

B 0.000 0.750 0.250 0.000 0.500 0.500 B 1.000 0.000 0.000 0.000 1.000 0.000

October (i) → November (j) November (i) → December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571 0.429 0.000 0.286 0.428 0.286 A 0.600 0.200 0.200 0.000 1.000 0.000

N 0.333 0.333 0.333 0.333 0.333 0.333 N 0.750 0.000 0.250 0.333 0.333 0.333

B 0.333 0.333 0.333 0.333 0.000 0.667 B 1.000 0.000 0.000 1.000 0.000 0.000

Table 3. Comparison of Transition Probabilities of Observation and Forecast for the Case of Lead Time  =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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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계산된다.




 



⋯ 





×  


⋯ 




⋯
(3)

여기서 
는 1월의 정상상태확률을,  는 n월에서 

n+1월로의 전이확률을 의미한다. 시작월 n과 간격 에 

따라 식이 변형된다.

관측치와 예측치의 전이확률을 이용하여 유도한 정상상

태확률은 Table 4 ( = 1개월인 경우만 제시함)와 같다. 

모든 경우에 대해 정상상태확률은 잘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이확률과 마찬가지로 관측치와 예측치에 대한 

정상상태확률 또한 차이가 있었다. 에 관계없이 관측치의 

경우에는 A의 정상상태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B, N 

순으로 나타났다. 예측치의 경우에는 N의 정상상태확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B, A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측치와 

예측치 각각 A, N 등급으로 전이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상태확률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

다. 월별로 정상상태확률의 변동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장기예보의 예측성능 평가

4.1 기존 방식의 평가(A, N, B의 평가)

기상청 장기예보에 대한 실적표를 작성하고,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장기예보는 A, N, B의 세 가지 등급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실적표는 3개의 행과 3개의 열로 구성되며, 

예측치는 i행에, 관측치는 j열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장기예

보는 N을 예측하였는데 실제 관측치는 B인 경우, i = 2, 

j = 3 성분 를 1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예보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각 월에 

대한 실적표의 표본수를 모두 합하면 10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적표의 확률 은 예측치에 대한 조건부확률로 

각 열의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산정한다. 즉, 장기예보가 

A를 예측한 경우 실제 관측치가 A인 경우가 1회, N인 경우가 

2회, B인 경우가 1회였다면 i = 1, j = 1, 2, 3의 확률은 

각각  = 0.250(=1/4),  = 0.500(=2/4),  = 0.250(=1/4)이 

된다. 또한, 실적표 대각성분의 확률( ,  , )이 클수록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상청 장기예보에 대해 예측 

실적표를 작성하고 예측성능을 산정한 결과, 현재 장기예보

의 예측성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5는 장기예보의 예측 선행시간이 1개월인 경우에 대해 작성

한 실적표이다. 각 성분의 확률과 함께 괄호 안에 횟수를 

작성하였다. 동일한 형식의 실적표를 2, 3개월 선행시간에 

대해서도 작성하여 예측성능 평가에 이용하였다. 전체적으

로 기상청 장기예보는 N을 예측하는 경향이 크고, A를 예측

하는 경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좌상단부터 우하

단까지의 대각행렬의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

성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HR과 ROC를 산정하였

다. HR은 1개월 예측의 경우 0.305, 2개월과 3개월 예측의 

경우 각각 0.305과 0.299으로 산정되었다. ROC는 1개월 

예측의 경우 0.323, 2개월 예측은 0.296, 3개월 예측은 0.300

으로 산정되었다. 모든 경우에 대해 HR과 ROC가 0.5보다 

작은 값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현재 장기예보의 예측성능

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예측 

Month
Observation Forecast

A N B A N B

1 0.200 0.500 0.300 0.224 0.226 0.550

2 0.475 0.325 0.200 0.112 0.500 0.388

3 0.308 0.203 0.488 0.212 0.766 0.022

4 0.604 0.298 0.098 0.088 0.907 0.005

5 0.201 0.299 0.500 0.015 0.361 0.624

6 0.101 0.199 0.700 0.120 0.140 0.740

7 0.400 0.200 0.400 0.190 0.493 0.317

8 0.400 0.200 0.400 0.389 0.484 0.127

9 0.000 0.900 0.100 0.194 0.645 0.161

10 0.700 0.000 0.300 0.146 0.467 0.387

11 0.500 0.400 0.100 0.327 0.218 0.455

12 0.700 0.100 0.200 0.528 0.399 0.073

Avg 0.382 0.302 0.316 0.212 0.467 0.321

Table 4. Comparison of Steady State Probabilities of Observation and Forecast for the Case of Lead Time  =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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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측성능은 약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HR과 ROC를 산정함으로써 계절별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Table 6). 그 결과, 1개월 선행 예측

의 경우에는 여름철(6, 7, 8월)과 가을철(9, 10, 11월)의 예측

성능이 높고 봄철(3, 4, 5월)과 겨울철(12, 1, 2월)의 예측성능

January February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333 (1) 0.333 (1) 0.333 (1) A 1.000 (1) 0.000 (0) 0.000 (0)

N 0.000 (0) 0.250 (1) 0.750 (3) N 0.200 (1) 0.400 (2) 0.400 (2)

B 0.333 (1) 0.667 (2) 0.000 (0) B 0.750 (3) 0.250 (1) 0.000 (0)

March April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000 (0) 0.000 (0) 1.000 (3) A 0.400 (2) 0.400 (2) 0.200 (1)

N 0.500 (3) 0.333 (2) 0.167 (1) N 0.750 (3) 0.250 (1) 0.000 (0)

B 0.000 (0) 0.000 (0) 1.000 (1) B 1.000 (1) 0.000 (0) 0.000 (0)

May June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000 (0) 1.000 (1) 0.000 (0) A 0.000 (0) 1.000 (1) 0.000 (0)

N 0.400 (2) 0.000 (0) 0.600 (3) N 0.333 (1) 0.000 (0) 0.667 (2)

B 0.000 (0) 0.500 (2) 0.500 (2) B 0.000 (0) 0.167 (1) 0.833 (5)

July August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500 (1) 0.500 (1) 0.000 (0) A 0.250 (1) 0.250 (1) 0.500 (2)

N 0.200 (1) 0.200 (1) 0.600 (3) N 0.250 (1) 0.250 (1) 0.500 (2)

B 0.667 (2) 0.000 (0) 0.333 (1) B 1.000 (2) 0.000 (0) 0.000 (0)

September October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000 (0) 1.000 (2) 0.000 (0) A 1.000 (1) 0.000 (0) 0.000 (0)

N 0.000 (0) 1.000 (5) 0.000 (0) N 0.750 (3) 0.000 (0) 0.250 (1)

B 0.000 (0) 0.667 (2) 0.333 (1) B 0.750 (3) 0.000 (0) 0.250 (1)

November December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333 (1) 0.333 (1) 0.333 (1) A 1.000 (2) 0.000 (0) 0.000 (0)

N 0.667 (2) 0.333 (1) 0.000 (0) N 0.667 (4) 0.167 (1) 0.167 (1)

B 0.500 (2) 0.500 (2) 0.000 (0) B 1.000 (1) 0.000 (0) 0.000 (0)

Table 5. Contingency Table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for the Case of Lead Time  = 1 Month (Number in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Count of the Corresponding Component)

Lead Time
Spring Summer Fall Winter Overall

HR ROC HR ROC HR ROC HR ROC HR ROC

1 Month 0.267 0.278 0.333 0.311 0.345 0.333 0.276 0.250 0.305 0.323

2 Months 0.400 0.409 0.267 0.306 0.207 0.200 0.345 0.446 0.305 0.296

3 Months 0.367 0.364 0.267 0.306 0.233 0.225 0.333 0.389 0.299 0.300

Table 6. Calculation Results of the Forecasting Performance Evaluation Indices for the Conventio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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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 3개월 선행 예측의 

경우에는 1개월과 반대로 봄철과 겨울철의 예측성능이 높고 

여름철과 가을철의 예측성능이 낮았다. 1, 2, 3개월 선행 

예측의 HR과 ROC를 평균한 결과, HR은 봄철에 0.345로 

가장 높았으며 가을철에 0.262로 가장 낮았다. ROC는 겨울

철에 0.362로 가장 높았고, 가을철에 0.253으로 가장 낮았다. 

종합적으로 봄철과 겨울철의 예측성능이 비교적 높고 여름

철과 가을철의 예측성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 계절의 HR과 ROC 모두 0.5보다 작은 값으로 산정되어 

계절별 예측의 정확도 또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fail 수준)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름철의 예측성능이 낮다는 

점은 기상청 장기예보를 이용한 홍수 위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2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장기예보 자료의 재

구성 및 평가(AN, BN의 평가)

2.3절에서 제시한 위험회피 개념 기반의 장기예보 평가 

방법에 따라 등급을 재분류하고 실적표를 작성하여 예측성

능을 평가하였다. 이 방법은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여 N 

등급을 A 혹은 B 등급에 할당하는 것과 같다. 먼저, 4.1절에서 

작성한 실적표와 유사한 형식으로 기존의 세 등급이 아닌 

두 개의 등급으로 구성한다. 2.3절의 Fig. 2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근거하여 N을 예측한 경우의 확률과 횟수를 A와 

B에 할당하여 AN, BN 등급으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즉, 

A에 대한 위험회피 등급은 BN이고 B에 대한 위험회피 

등급은 AN에 해당한다. 따라서 3행 3열로 구성된 실적표가 

2행 2열로 재구성된다. Table 7은 예측선행시간 1개월에 

January February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429 (3) 0.571 (4) Not B (A) 0.667 (4) 0.333 (2)

B (Not A) 0.143 (1) 0.857 (6) B (Not A) 0.444 (4) 0.556 (5)

March April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556 (5) 0.444 (4) Not B (A) 0.889 (8) 0.111 (1)

B (Not A) 0.429 (3) 0.571 (4) B (Not A) 0.800 (4) 0.200 (1)

May June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500 (3) 0.500 (3) Not B (A) 0.500 (2) 0.500 (2)

B (Not A) 0.222 (2) 0.778 (7) B (Not A) 0.111 (1) 0.889 (8)

July August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571 (4) 0.429 (3) Not B (A) 0.500 (4) 0.500 (4)

B (Not A) 0.375 (3) 0.625 (5) B (Not A) 0.500 (3) 0.500 (3)

September October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1.000 (7) 0.000 (0) Not B (A) 0.800 (4) 0.200 (1)

B (Not A) 0.000 (0) 1.000 (8) B (Not A) 0.750 (6) 0.250 (2)

November December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833 (5) 0.167 (1) Not B (A) 0.875 (7) 0.125 (1)

B (Not A) 0.571 (4) 0.429 (3) B (Not A) 0.714 (5) 0.286 (2)

Table 7. Contingency Table for the Proposed Approach for the Case of Lead Time  = 1 Month (Number in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Count of the Corresponding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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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작성한 위험회피 개념 기반 장기예보 실적표이다. 대상 

위험에 대한 등급인 A, B와 위험회피 등급인 AN (=Not 

B), BN (=Not A)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실적표를 기반으

로 HR, ROC와 같은 평가지표를 계산함으로써 예측성능을 

평가한다.

HR과 ROC를 이용한 평가 결과,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장기예보의 활용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표의 좌상단

에서 우하단으로 이어지는 대각행렬의 확률이 클수록 예측

치와 관측치가 일치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회피 개념에 근거한 실적표의 대각행렬 확률은 대부분의 

경우 0.5 이상이었다. 또한, 위험회피 개념을 적용하면 1월부

터 12월 전체 기간에 대해 산정한 HR과 ROC가 0.6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예측의 HR은 0.642, ROC는 0.640으

로 세 예측시간 중 가장 낮았고, 2개월 예측의 HR은 0.653, 

ROC은 0.655으로 가장 높았다. 이정도 수치는 NIMS (2019)

의 예측성능 판단기준에 근거하면 “fair”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결과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장기예보 

자료를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여 이용하는 것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절별로 장기예보 예측성능을 평가한 결과, 위험회피 

개념을 적용할 경우 홍수 및 가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성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계절별로 1, 2, 

3개월의 평가지표를 산정하고 평균한 결과, 가을철의 HR은 

0.710, ROC는 0.730로 가장 높았으며, 여름철의 HR은 0.596, 

ROC는 0.592로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네 계절 모두 

0.6~0.7 정도의 범위 내에서 평가지표 값이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홍수 및 가뭄 회피의 측면에서 장기예보

를 활용할 경우 예측성능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름철의 평가지표가 가장 작은 것으로 산정되었는데, 

홍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기상청 장기

예보의 여름철 예측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예보 자료를 수자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위험회피 개념

에 근거한다. 기존의 장기예보 등급에서 A와 B는 각각 홍수

를 유발할 수 있는 과다한 강수와 가뭄을 유발할 수 있는 

과소한 강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위험회피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N은 위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N의 정보를 A와 B에 포함시켜 B를 회피하는 A와 N (AN), 

A를 회피하는 B와 N (BN)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

다. 이 개념은 대상 위험과 대상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상상태를 제외한 두 개의 다른 

위험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다른 개념이다. 즉, 기존의 접근 

방법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를 비교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접근 방법에서는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론을 충주댐유역이 위치하는 

충청북도 지역의 1, 2, 3개월 장기예보에 적용하고,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현 정확도 수준의 기상청 

장기예보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먼저, 기존의 장기예보 등급 A, N, B로 구분한 경우에 

대해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예측치 및 관측치를 이용하여 

실적표를 작성하고, 평가지표로는 실적표에 기반하여 산정

되는 HR과 ROC를 이용하였다. 평가 결과, 기존의 기상청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R과 ROC가 1, 2, 3개월 예측에 대해 모두 0.5 이하의 

값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현재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예측 선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측성능은 약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HR과 ROC를 산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봄철과 

겨울철의 예측성능이 높고 여름철과 가을철의 예측성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네 계절의 HR과 ROC 

모두 0.5보다 작은 값으로 산정되어 계절별 예측의 정확도 

또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름

철 예측성능이 낮다는 점은 기상청 장기예보를 이용한 홍수 

위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위험회피의 개념에 근거하여 장기예보의 등급 

체계를 재분류하고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먼저, A, N, 

B 세 등급으로 구분되는 기존 장기예보의 등급 체계를 변형

하였다. A와 B는 각각 홍수와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정보이지만 N은 위험회피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N을 A와 B 등급에 할당하여 A를 회피하는 

BN 등급과 B를 회피하는 AN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재분류

된 등급 체계에 따라 예측성능을 평가한 결과, 장기예보의 

활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회피 개념을 적용하여 

Lead Time
Spring Summer Fall Winter Overall

HR ROC HR ROC HR ROC HR ROC HR ROC

1 Month 0.622 0.620 0.614 0.619 0.707 0.741 0.614 0.617 0.640 0.642

2 Months 0.698 0.699 0.578 0.568 0.718 0.733 0.630 0.638 0.653 0.655

3 Months 0.667 0.667 0.596 0.588 0.705 0.716 0.634 0.653 0.649 0.651

Table 8. Calculation Results of the Forecasting Performance Evaluation Indices for the Propo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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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과 BN 등급으로 재분류한 경우에는 1, 2, 3개월 모두 

HR과 ROC가 0.6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절별로 비교

한 결과, 가을철의 HR은 0.716, ROC는 0.729로 높았으며, 

여름철의 HR은 0.586, ROC는 0.590으로 낮았다. 대체적으

로 네 계절에서 0.6~0.7 정도의 범위 내에서 평가지표 값이 

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홍수 및 가뭄 회피의 측면에서 장기

예보를 활용할 경우 예측성능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자원 관리 목적으로 장기예보를 활용

하는 경우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장기예보 등급 체계를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여 재분류하는 경우 예측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회피 개념에 기반하여 

장기예보를 활용한다면 갈수시 가뭄대응 목적의 Hedging 

rule 및 홍수시 댐방류 결정과 같은 댐 운영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 저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함에도 HR이

나 ROC가 여전히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기에 

기상청 장기예보 자체의 예측성능을 높일 필요는 있어 보인

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댐 

유역에 확장 적용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기상청 장기

예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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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

성호우 및 집중호우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지성 호우 및 돌발 홍수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강우를 내리기 때문에 큰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대하천의 경우 강우-유출 모형과 같은 

수치모형을 활용하여 홍수예경보가 이뤄진다. 이러한 모형

은 수문학적 특성을 매개변수 화하여 해당 지역에 국한된 

모형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시점에 따른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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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방재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중소하천 수위예측

Water Level Predic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River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이정하*⋅황석환**

Lee, Jeongha*, and Hwang, Seokhwan**

Abstract

Typhoons and rainy seasons are typically a frequent occurrence in Korea’s summer climate (June to August); however, the frequency

of local heavy rain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owing to climate change. These heavy rains are characterized by substantial 

rainfall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causing flash flooding. This in turn causes the water level of small and medium-sized rivers

with a narrow river channel to increase rapidly, resulting in considerable damage. The rainfall-runoff model is a physical model

that is used to predict the river level of most large rivers according to rainfall events, and damage is consequently minimized 

through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However, data construction on small and medium-sized rivers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at on large rivers, thereby leading to difficulties in accurate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through physical models. This study, 

therefore, attempts to predict the river level of small and medium-sized rivers using minim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Key words : Prediction of Water Level,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Flood Forecasting

요 지

우리나라는 여름(6월~8월)에 태풍과 장마전선에 의한 강우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후양상을 갖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성호우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지성 호우 및 돌발 홍수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강우를 내리기 때문에 하도 폭이 좁은 중⋅소하천의 경우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대하천의 경우 물리적인 모형인 강우-유출 모형을 활용하여 강우사상에 따른 하천수위를 예측하고 

홍수 예⋅경보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중⋅소하천의 경우 대 하천에 비하여 하천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미비하고

이는 물리적 모형을 통한 정확한 홍수 예⋅경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수문 정보와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중⋅소하천의 수위를 예측하여 선행시간(Lead Time)을 확보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수위 예측, 인공신경망(ANN), 홍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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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모의결과는 정확성

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센서들이 설치가 

이루어지며 빅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전산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홍수 예측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Elsafi (2014)은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하여 

물리적 모델보다 빠른 예측이 가능한 ANN 모델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다양한 수위 관측소 조합을 이용하여 최적의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물리적 모델 대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Bustami et al. (2006)이 말레이시아 

일 수위를 순방향 인공신경망을 통해 예측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Tsakiri et al. (2018)은 ANN과 MLR을 이용하여 

홍수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Thirumalaiah and Deo 

(1998)은 3가지의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홍수기

의 홍수예측 연구를 하여 인공신경망의 활용가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Chen et al. (2012)는 ANN을 활용하여 태국의 

하천 수위를 예측하고 2D와 3D 유체동역한 모델과 결과를 

비교하여 ANN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홍수위를 예측하는 

연구이외에 Aichouri et al. (2015)는 강우-유출의 물리적 

거동을 학습하고 유속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ANN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Jung et al. (2018) 

딥러닝 기반의 LSTM 모형을 이용하여 감조하천 수위를 

예측하였으며 Lee et al. (2018)은 메콩강 유역에 대하여 

인공신경망과 물리적 모형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데이터기

반의 모형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Yu et al. (2021)은 

물리적 모형보다 입력 자료가 적어 빠른 시간안에 학습과 

예측이 가능한 인공신경망 모델의 장점을 이용하여 3시간에

서 6시간의 선행시간으로 금강 유역의 하천 수위를 예측하도

록 최적의 모형을 구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를 비롯한 국외에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다양

한 하천 수위예측 모델이 제시 되었으나 대부분의 대상유역

은 대하천으로 국한되어있다. 대부분 대하천의 수위는 하폭

이 크므로 시간별 변동성이 적고 물리적 모델에 적용 가능하

도록 관련 수문데이터가 다양하다. 하지만 대하천이 아닌 

중소하천의 경우 비교적 자료가 부족하고 리드타임의 부족

으로 인하여 정확한 홍수 예⋅경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중⋅소하천은 하도 폭이 좁아 국지성 호우 및 돌발홍수 

발생 시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많은 피해를 야기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예측 결과 도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데이터만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예측이 

가능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중⋅소하천에 대한 

홍수위예측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

하는 하천 수위 및 강우량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입력 

자료를 구성하고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문경시 영강

의 수위를 예측 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연구 방법론

2.1.1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model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을 활용하여 하천 하류 수위를 예측하였다. 인공신경망은 

생물학적 신경망의 구조와 기능을 기반으로 한 계산 모델이

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 ANN 모델은 입력층과 출력층, 

이 사이에 있는 은닉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층은 가중치

를 가진 뉴런들로 연결되어있는 모델이다. 선형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인식 등과 같은 비선형관계를 가진 

데이터 예측 및 분류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관계를 가진 각각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수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기법이다.

2.1.2 정확도 분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강우데이터와 하천 수위 데이터로 이루어

진 입력자료를 다층퍼셉트론 ANN 모형으로 학습시키고 

하천 하류 예측 결과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입력데

이터 조합에 따른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판단 지표로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Nash-Sutcliffe 효율성계수(The Nash-Sutcliffe efficiency 

Coefficient, NSE)와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Fig. 1. Structure of A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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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CC)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공식은 Eqs. (1)~(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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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인 오차분석을 위한 RMSE은 실제 관측 수위 값과 

예측 수위 값의 오차를 나타내므로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다. Eq. (1)의 는 번째 예측(Prediction)값을, 

 번째 관측(Observation)값을 나타내며 은 데이터의 

총 개수이다.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Nash-Sutcliffe 

효율성 분석도 진행하였다. NSE는 실측값과 시계열 모델로 

예측한 값과의 오차에 대한 분산을 관측 값의 분산 값으로 

나눈 값으로 수문학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 추정한 값의 오차 분산이 0에 가까운 모형일수록 NSE는 

1과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Nash and Sutcliffe ,1970). Eq. 

(2)의 과 은 각각 예측 값과 관측 값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피어슨 상관계수인 CC를 통하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

를 정량화한 통계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에 가까울수록 

예측 값과 실측값의 상관이 높음을 판단할 수 있다.

2.2 모형 적용

2.2.1 입력 자료 구축

Fig. 2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영강이다. 농암 강우관

측소와 김용리 강우관측소의 위치를 삼각형으로 표시하였

으며 원형 마커는 갈마교, 불정동, 김용리에 위치한 수위 

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데이터로 

상류에 위치한 갈마교와 불정동 수위, 농암 및 김용리 강우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하류에 위치한 김용리 수위를 예측하였

다. 수위 예측 시 사용한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마

기간(06월~08월)의 10분 단위 수위와 강우 데이터이며 모든 

자료는 환경부의 낙동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서 확보하였

다. 각각의 자료의 출처와 기간에 대해 Table 1과 같이 정리하

였다.

수위 데이터에 대한 상관성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동시간대의 세 관측소의 하천 수위를 비교하였다. 

각 관측소들의 도달시간을 알기위해 갈마교와 불정동, 갈마

교와 김용리, 불정동과 김용리 관측소를 비교하였다.

갈마교와 불정동은 대략 120분, 불정동과 김용리는 130분, 

갈마교와 김용리는 첨두 수위의 시간차가 약 250분이었다. 

선행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용리에서 가장 멀리 위치하

여 있는 갈마교 수위관측소의 현재시점에서 약 2시간의 

선행시간을 가진 예측을 하고자 도달 시간만큼의 시간차이

를 미리 계산하여 학습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관측소의 각 

시간대의 차이는 Table 2와 같이 정리된다.

입력 데이터 구성의 최적화를 위하여 각 관측소의 도달시

간을 적용한 10가지의 입력데이터 케이스를 구성하였으며 

Table 3와 같이 정리하였다. 강우데이터의 유무 및 각 수위 

데이터의 유무로 하여 총 10가지의 케이스를 구성하였다.
Fig. 2. Young River Catchment

Data Observation
Duration

Unit Source Note
(Year) (Month)

Water Elevation

Galma Bridge

2016~2020 06~08 10 minutes

Nakdong River

Control Office
Buljeong-dong

Gim Yong ri

Precipitation
Nong-Am ri Nakdong River

Control OfficeGim-Yong ri

Table 1. Input Data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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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 Level of Galma Bridge and Buljeong-dong Observation Station

(b) Water Level of Galma Bridge and Gim-Yong ri Observation Station

(c) Water Level of Buljeong-dong and Gim-Yong ri Observation Station

Fig. 3. Water Level of Observation Stations

Observation Station
Output Data Time

(Predicting Data Time)

Galma Bridge Buljeong-dong
Gim-Yong ri

(Current Time)

-250 Min - 130 Min + 0 Min

Table 2. Input Dataset Case

Dataset Case 

No.
Input Data

Output Data

(Predicting Data)

1 Water Elevation (Galma Bridge)

Water Elevation

(Gim-Yong ri)

2 Precipitation (Nong-Am ri), Water Elevation (Galma Bridge)

3 Precipitation (Gim-Yong ri), Water Elevation (Galma Bridge)

4 Water Elevation (Buljeong-dong)

5 Precipitation (Nong-Am ri), Water Elevation (Buljeong-dong)

6 Precipitation (Gim-Yong ri), Water Elevation (Buljeong-dong)

7 Water Elevation (Galma Bridge, Buljeong-dong)

8 Precipitation (Nong-Am ri), Water Elevation (Galma Bridge, Buljeong-dong)

9 Precipitation (Gim-Yong ri), Water Elevation (Galma Bridge, Buljeong-dong)

10 Precipitation (Nong-Am ri, Gim-Yong ri), Water Elevation (Galma Bridge, Buljeong-dong)

Table 3. Input Datase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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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예측 모델 구축

총 10가지의 입력데이터 케이스를 이용하여 김용리의 

수위관측소의 수위를 예측하기 위한 신경모형을 ANN 모형

을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분 단위 자료

에 대한 예측 수위와 관측 수위값을 비교⋅분석하였다. 최적

화 알고리즘은 Adam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활성함수로는 

Rectified Linear Unit (ReLU) 함수를 활용하였다. ReLU 

함수는 Fig. 4와 같이 입력변수 에 따른 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가중치가 0이 되고 0보다 크면 입력 값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의 Sigmoid 함수와 Tanh 함수보다 

학습이 빠르고 연산비용이 적으며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

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다. 모형 구축은 Python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Keras를 사용하였다.

 



(4)

각 수위관측소와 강우량의 단위가 달라 학습에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Standard Scaler를 사용하여 데이터 값의 정규

화(Normalization)를 진행한 후 입력데이터로 구축하였다. 

표준정규화 방법은 Eq. (4)를 이용하여 평균을 0, 분산을 

1이 되도록 정규화시키는 과정이다. Eq. (4)의 은 평균값이

며 은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스케일링(Scaling) 과

정은 변수들의 단위 차이로 인한 학습 오류를 방지하고 

최적화 과정에서의 안정성과 수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모든 입력변수들에 대한 정규화를 진행해주었다. 또한 은닉

층의 경우 ANN 모델의 경량화와 Over-fitting의 문제를 고려

하여 3개의 층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3. 모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문경시에 위치한 두개의 수위관측소의 

수위 데이터와 강우관측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김용리 관측

소의 수위를 예측하였다. 입력자료 전 기간의 70%를 모형의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0%를 검증자료로 사용하고 

10%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고 정확도를 평가

하였다. Table 4는 영강에 위치한 김용리 수위관측소의 수위

를 예측하고 각 데이터 세트에 따른 예측값과 실측값의 

평균제곱근오차(RSME)와 Nash-Sutcliffe 효율성계수(NSE)

와 피어슨 상관 계수(CC)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 

두 개의 강우관측소 자료와 수위 관측소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한 데이터 Case 10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s. 5와 6은 Case 1에서 10까지 각각 데이터 세트의 

예측 결과 값을 나타낸다. Case 1과 Case 4의 NSE 값을 

비교하였을 때 김용리 관측소에서 비교적 가까운 불정동 

관측소보다 갈마교 수위 데이터로 예측한 값이 수위의 증감 

패턴을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갈마교 수위 데이터에 강우 데이터를 추가한 Case 2, Case 

3의 경우 정확도가 상승하지만 불정동 수위 데이터에 강우 

관측 데이터를 추가한 Case 4, Case 5의 경우 RMSE가 높아진

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양의 증가가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

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의 조합에 따라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Case 4, Case 5과 Case 6의 그래프

를 Fig. 5에서 비교하였을 때 모두 동일한 그래프 양상을 

가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정확도는 낮아지지만 CC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하천 

수위 데이터의 가중치가 가장 큰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농암리 강우관측소의 자료를 제외한 Case 9와 모두 포함한 

Case 10 데이터 세트가 서로 비슷한 NSE와 CC 값을 보였으

나 Case 9가 Case 10 데이터 세트에 비해 실제 관측 값보다 

작게 예측하여 RMSE가 크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심 수위인 2.9 m를 넘어가면 예측 값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관심 수위를 넘어가는 수위 

데이터의 양이 적은 점과 모델의 활성 함수인 Relu 함수의 

Fig. 4. ReLU Activation Function

Dataset Case No. RMSE (m) NSE CC

1 0.21 0.66 0.85

2 0.11 0.82 0.91

3 0.12 0.83 0.91

4 0.27 0.06 0.73

5 0.41 0.04 0.73

6 0.41 0.11 0.73

7 0.31 0.6 0.86

8 0.14 0.66 0.87

9 0.10 0.86 0.94

10 0.07 0.88 0.94

Table 4. Comparison of Accuracy about Datase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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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²=0.82
R²=0.83

(a) Case 1 (b) Case 2

R²=0.83 R²=0.52

(c) Case 3 (d) Case 4

R²=0.54 R²=0.54

(e) Case 5 (f) Case 6

R²=0.872 R²=0.749

(g) Case 7 (h) Case 8

R²=0.882
R²=0.91

(i) Case 9 (j) Case 10

Fig. 5. Scatter Plot of Predicted Water Surface Elevation and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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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 값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특징 때문에 오차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ase 10 데이터 세트의 경우 관심 

수위를 넘어서는 관측 값과 예측 값의 편차가 다른 데이터 

케이스에 비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수위 

하천 예측을 위해서는 Case 10의 데이터 조합이 가장 효과적

인 예측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경시에 위치한 지류하천에 대하여 강우

데이터와 하천 수위 데이터로 이루어진 입력 자료를 ANN 

모형으로 학습시키고 하천 하류인 김용리 관측소의 수위를 

예측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각 관측소의 도달시간을 고려한 

총 10개의 조합의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였다. 이에 포함된 

수위 데이터는 갈마교, 불정동 관측소와 김용리 관측소의 

10분 수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강우자료는 농암리와 

김용리 강우 관측소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입력 자료의 경우 

70%를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20%와 10%를 각각 검정과 

평가에 사용하였다. 각 데이터 조합의 결과는 평균제곱근오

차, Nash-Sutcliffe 효율성 분석과 피어슨 상관성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갈마교와 불정동 수위 데이터만을 이용하

여 수위를 예측한 경우 RMSE, NSE와 CC는 각각 0.21 m, 

0.66, 0.85와 0.27 m, 0.06, 0.73이 도출되었으며 이 두 가지 

수위관측소의 수위를 모두 활용한 결과는 RMSE 0.31 m, 

NSE 0.6 그리고 CC는 0.86로 두 데이터 조합의 결과와 

비슷한 오차를 보였다. 각 수위 관측소와 강우데이터를 함께 

입력 자료를 구성한 경우 갈마교와 강우량의 조합이 불정동

과 강우량 데이터의 조합보다 나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강우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 Case 6

(g) Case 7 (h) Case 8

(i) Case 9 (j) Case 10

Fig. 6. Line Graph of Predicted Water Surface Elevation and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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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제외한 경우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 데이터의 

양보다 입력 데이터의 조합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정동 하천수위 데이터와 불정

동, 각 강우 관측소 데이터의 조합을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을 

경우의 그래프와 정확도를 비교하였을 때 그래프의 양상이 

동일함을 확인 하였으며 하천 수위 데이터가 전체적인 수위 

예측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강우가 세밀한 수위 

예측에 보다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과 관심 수위를 

넘어서는 수위의 예측 정확도가 높은 점을 통하여 김용리 

관측소와 불정동 관측소, 두 개의 강우 관측소를 모두 조합한 

입력데이터가 가장 효과적인 데이터 조합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모델의 경량화와 정확도를 고려하였을 때 강우 발생 

시 빠른 속도로 수위가 상승하는 중소하천 예측에 선행시간 

이 확보가능하고 적은 자료로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인공

신경 모델을 적용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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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수도시스템의 비정상상황(혹은 이상 현상)을 식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압력 및 유량과 같은 시스템 특성값의 

예측오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의 발생을 감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측오차란 특성값의 예측값과 실측값

의 차이를 의미하며,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지

각추론(Perceptual inference), 의사 결정(Decision-making) 

등의 추론 및 이론적 예측모델의 중심 개념이다(Den Ouden 

et al., 2012).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예측오차는 예측모델의 

불확실성 및 실측데이터의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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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ter distribution system (WDS) abnormal condition detection is a technology that identifies WDS failure (e.g., pipe bursts)

based on abnormal hydraulic behaviors. Its performance in detecting abnormal conditions is impacted by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collected hydraulic data. The hydraulic data for normal operation conditions could be provided using the measurements collected

by smart meters and various other sensors. However, the abnormal condition hydraulic data cannot be obtained except by means

of field tests and irregular system failur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ree data generation approaches that utilize the following:

(1) a hydraulic simulation model; (2) real-field WDS abnormal condition data (e.g., field tests, past failure data); and (3) both

(1) and (2), simultaneously. Subsequently, the J-town network was applied in order to verify the proposed approaches. It was found

that these approaches can generate synthetic failure data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events of failure and various

other scenarios.

Key words : Water Distribution Systems, Anomaly Detection, Data Generation Approach, Hydraulic Analysis Model, Field Test Data

요 지

상수도시스템 비정상상황 감지는 상수도시스템 사고(예, 관 파단) 발생 시 비정상적인 수리적 거동을 바탕으로 사고를 감지하는

기술로서, 이상감지 성능은 수집된 수리학적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영향을 받는다. 정상운영시의 수리학적 데이터는 스마트미터

및 다양한 계측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은 가능하나, 사고발생시 비정상적인 수리데이터는 현장실험 및 불규칙적인 

사고 이외에는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상수도시스템 수리해석 모형; (2) 실제 상수도시스템 비정상상황

데이터(예, 현장시험, 과거사고 데이터); (3) (1) 및 (2) 모두를 동시에 활용하는 3가지의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기법의 검증을 위해 국내 J-town network를 적용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실제 발생한 사고의 

특성 및 여러 경우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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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그 크기가 작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측오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때문에 

오차의 값이 어느 특정 경계조건(Threshold)을 초과할 경우 

비정상상황으로 판단하여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수도시

스템에서 비정상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관로사고 발생 

시 비정상적인 수리거동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육안상 

확인할 수 있는 상수도관 파괴 및 배수지 고갈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의 계측기(e.g., 유량계, 압력계)로 부터 

수집되는 계측데이터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계측데이터의 

품질과 규모 등에 따라 예측의 신뢰도가 달라진다. 상수도시

스템의 비정상 수리거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기 위해

서는 정상 및 비정상시의 수리학적 데이터를 축척하고 이 

데이터를 학습해야하며, 결측치(Missing data)가 적거나 데

이터의 규모가 클수록 예측오차가 줄어든다. 정상운영시의 

수리학적 데이터는 스마트미터 및 다양한 계측기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학습은 가능하나, 사고발생 후 수집된 비정상적

인 수리데이터는 현장실험 및 실제 발생한 사고 이외에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비정상상황을 모사하여 모의사

고 데이터 생성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수도시스템 이상감지 기법은 데이터 중심

(Data-driven)의 모델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모델이 갖는 주요 

한계점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계측된 데이터와 일관

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다. 하지만, 관 파손과 

같은 비정상상황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사고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상수도시스템 수리해석 모형(e.g., EPANET (Rossman, 

2000))을 사용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Menapace et al., 2020). 상수도시스템 수리해석 모형은 수요

자의 물 사용량(Demand)을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상수도의 

수리해석 특성값(e.g., 유량, 압력)을 계산한다. 하지만 수리

해석 모형의 수요량 입력변수는 일반적으로 과거데이터에 

기반하여 시나리오별 입력 또는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값이 고정적이다. 일일 수요량 패턴을 적용하여 매시간별 

다른 크기의 수요량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는 

항상 같은 수요량이 적용됨에 따라 항상 동일한 결과가 

계산된다(Fig. 1). 즉, 과거데이터에만 의존하여 수리해석 

모형을 활용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할 경우 매시간 

항상 동일한 결과값이 구축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해석 

모형을 통해 계산된 결과값에 다양한 변동성(e.g., 측정오류, 

수요량 패턴)을 고려하여 수리해석이 수행될 때 마다 매번 

다른 형태의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상수도시스템의 변동성은 매시간 변하는 수요량 및 계측

데이터의 측정오류 등을 고려하기 위한 요소이다. 유량, 

압력, 수요량, 저수지 수위 등 실제 수집되는 모든 계측데이터

는 변동성과 측정치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항상 고려해야한다(Sumer and Lansey, 2009).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관 파손사고의 모의데이터를 생성한 연구

가 다수 수행된 바 있다. Jung and Lansey (2015)와 Hagos 

et al. (2016)은 개별 절점 수요량의 변동성을 정규분포 식으

로 분산된다고 가정하여 수요량에 변동성 값을 추가하였다. 

관망해석 모형의 입력자료를 매번 상이하게 설정함으로써 

항상 다른 값의 유량 및 압력이 계산되도록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계산된 특성 값에도 정규분포 형태를 갖는 변동성

을 고려하여 측정치 오류까지 고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모의사고 데이터는 실제로 계측된 데이터가 

갖는 변동성 및 측정오류 등의 성질을 갖는다.

상수도시스템의 수리해석 모형을 사용하여 모의사고 데

이터를 생성할 경우 수많은 시나리오를 모의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고 발생위치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관망해

석 모형을 사용할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사고 위치를 결정하

여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수행된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하는 관 파손사고의 위치 및 크기를 설정하여 

그 결과를 보였다(Ahn and Jung, 2019; Zhou et al., 2019; 

Wang et al., 2020; Zhao et al., 2020). 최근에는 Generative 

Adversial Networks (GANs)라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상수도시스템의 사고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Zhang et al., 2020).

이러한 연구 중 Kang and Lansey (2009)의 연구에서는 

관망해석 모형을 이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단계를 잘 

나타내었다. Fig. 2는 수요량 추정을 위해 생성된 데이터의 

단계별 과정을 보여주지만, 관망해석 모형에 관 파손사고를 

모의하는 emitter만 추가된다면 기존의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연구와 동일하다.

Fig. 2(a)는 변동성이 부가되기 전 과거평균 수요량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했듯이 매시간 고정적인 값을 갖기 때문

에 관망해석 수행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하지만 평균 수요량 

패턴에 변동성을 줌으로써 Fig. 2(b)와 같이 매시간 상이한 

수요량을 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Fig. 

2(c)와 같이 수요자의 물 사용 행동 패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유량(혹은 압력)이 도출된다. 이 결과값에 다시 한 

Fig. 1. Nodal Pressure and Pipe Flow Generated by Deman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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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변동성을 주어 계측데이터의 측정오류를 고려한다. 따라

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모의사고 데이터는 실제 수집되는 

사고데이터 갖는 성질을 포함한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Xu et al. (2020)은 보다 현실적인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총 세 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세 가지 요소는 상수도시스템 전체 수요량의 

변동성, 각 절점별 수요량의 변동성, 계산된 압력 및 유량의 

변동성이다. 이는 상수도시스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날씨

(e.g., 계절), 온도, 휴일 등의 인자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객의 행동 패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수요량을 

반영하였고, Jun et al. (2021)은 측정치 오류와 입력변수의 

변동성을 다르게 설정하여 실제 상수도시스템의 수요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높은 모의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수리해석 모형을 활용하여 모의데이터

를 생성한 기법은 비정상상황시의 수리데이터 생성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Momeni and Piratla, 2019) 및 수질사고

(Uber et al., 2007) 데이터 생성에도 쓰인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들은 상수도 시스템의 모의를 통해 

수리해석 데이터를 통한 정상⋅비정상 운영을 탐지 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는 실제 현장에 대한 수요량의 불확실

성과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상수도시스템 비정상상황 탐지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수리해석을 통한 모의데이터 생성기법과 

실제 상수도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미터의 계측데

이터를 사용하여 시스템 이상탐지 성능 및 신뢰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제안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기법에 스마트미터 데이터를 적용하여 학습데

이터의 다양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모의사고 데이

터 생성 기법을 제안하고 기존 방법론과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1) 상수도시스템 수리해석 

모형을 이용한 모의사고 데이터와 (2) 현장시험 또는 과거사

고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여 각각의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생성기법의 정량적 성능평가를 수행

하였다.

2. 상수도관망 모의데이터 생성기법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수도시스템의 수리학적 이상감지

를 위한 모의데이터 생성기법은 (1) 기존의 상수도시스템 

수리해석 모형을 이용한 방법론; (2) 실제 발생한 비정상상황

(e.g., 현장시험, 과거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론; 

(3) 앞선 두 기법을 동시에 활용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제안된 방법론을 실제 상수도시스템에 적용하여 제안한 

방법론들의 이상감지 성능 및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2.1 수리해석 모형을 이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의데이터 생성기법 중 첫 번째 

방법은 상수도시스템 수리해석 모형을 활용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먼저 실제 현장의 계측데이터와 검⋅보정이 완료된 

상수도시스템 수리해석 모형(e.g., EPANET)이 있어야하며, 

모든 입력 매개변수[e.g., 수요량 패턴, 절점별 하루 평균 

수요량, 관로 정보(관경 및 관길이)] 역시 구축되어있어야 

한다. 관망해석 모형을 이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은 

구축된 모형의 입력자료 중 수요량 패턴에 변동성을 주어 

수리해석의 입력자료 중 변동성이 고려된 수요량 패턴을 

구성한 후 비정상상황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수리해석 데이

터를 생성하고,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최종 모의사고 데이터

를 생성한다. Fig. 3은 관망해석 모형을 이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의 순서도이다.

Step 1에서는 기존 구성된 상수도시스템 모형의수요량 

패턴에 변동성을 고려하여 실제 용수 사용자의 수요량 패턴을 

구성한다. 이때, 변동성은 10%로 가정하여 변동계수(coefficient 

Fig. 2. The Process of Generating Simulated Data Using a 

Hydraulic Analysis Model (a) Original Demand Pattern before

the Variation is Considered, (b) Demand Pattern Considered the

Variation (c) Hydraulic Data (e.g., Pipe Flow) Considered the 

Variations and Measurement Error (Kang and Lanse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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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ariation) 0.1을 갖는 정규분포를 사용하여 고려한다(Jung 

and Lansey, 2015).

변동성을 고려한 수요패턴(Fig. 4)을 생성한 이후에는 

관 파손사고의 위치 및 크기를 설정한다. 관망해석 모형을 

수행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와 

크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또는 무작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소화전을 개방 시 방류량을 

기준값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Step 3에서 상수도시스템 비정상상황을 고려한 모형

에 수리해석을 수행하여 압력 및 유량해석결과를 출력한다. 

Step 4에서는 출력된 수리해석 결과에 Step 1에서 수행하였

던 변동성을 부여한다. 변동성은 현실적인 모의사고 데이터

의 생성을 위해 압력 및 유량 계측기의 계측 오류를 고려하여 

매개변수인 

와 


을 고려한 정규분포를 수행하여 최종 

상수도시스템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한다.

2.2 실제 발생한 비정상상황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

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 수집된 비정상

상황 데이터(e.g., 현장시험 및 과거사고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앞서 소개한 기존의 기법은 수리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상황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계측된 자료의 정보, 특성, 형태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오직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e.g., 과거평균 수요량)만을 

고려하여 압력 및 유량 등의 출력데이터를 계산할 뿐이다. 

실제 발생하였던 비정상상황 데이터에 변동성을 부가하여 

실제로 계측된 데이터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모의사고 데이

터를 얻는다면 실제 관 파손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인 

탐지가 가능하다. 즉, 실제 발생한 비정상상황 사고의 자료를 

충분히 구축한 이후에 관 파손 탐지를 수행한다면 기존 

탐지 결과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수집된 실제 비정상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가 계측데이터(압력, 

유량 등)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Fig. 5는 실제 

비정상상황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의 순서

도를 나타낸다.

실제 비정상상황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규모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정상상황 

데이터는 대상관망의 소화전을 개방하여 수집한 유량 및 

압력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방법론은 소화전을 개방한 

전체 기간(e.g., 5분) 동안 수집된 실제 비정상상황 자료를 

활용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한다.

본 절에서 제안한 기법은 기존 방법론보다 실제 발생한 

비정상상황 데이터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데이터의 변동성은 

와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기존의 수리해석 모형을 이용한 사고

데이터 생성기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생성한다.

Fig. 3. Flow Chart of Generating Simulated Abnormal Conditions

Data Using the Hydraulic Analysis Model

Fig. 4. Input Data for the Hydraulic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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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장시험 데이터와 모형을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

앞서 설명한 두 방법론에서는 수리해석 모형 및 실제 

발생한 비정상상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 제안할 방법론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기법의 한계점을 모두 보완하는 데이터 

생성기법이다. 과거에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여 그 결과를 

계산하는 수리해석 모형을 이용한 데이터 생성기법을 실시

간으로 계측되는 데이터와 연결한다면 상수도시스템의 현

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압력 및 유량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현장시험 또는 과거사고 데이터와 

같은 비정상상황의 정보를 활용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사고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한 비정상상황 데이터와 수리해석 

모형을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의 순서도는 Fig. 

6과 같다.

우선, 현장시험 데이터와 모형을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은 방법론 1의 기존 구성된 상수도시스템 모형의 

수요량 패턴을 실제 계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획득한 수요량 

패턴에 변동성을 고려하여 실제 용수 사용자의 수요량 패턴

을 구성한다. 이후 비정상상황의 규모(e.g., 관 파손의 크기) 

및 그로 인해 손실된 물의 양을 결정할 때는 실제 현장시험에

서 적용한 방류량(Fire hydrant flow)을 고려하며, 이를 기 

구축된 수리해석 모형에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수리결과를 

출력한다. 이후, 앞선 방법론과 동일하게 압력 및 유량 계측기

의 계측 오류를 고려하여 상수도시스템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한다.

3. 적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시스템의 수리학적 이상감지를 위

한 모의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3가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의데이터 생성기법을 통한 이상감지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새로 제안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기법의 

적용성 및 우수성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의데이터 생성기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상수도시스

템인 J-town network에 적용하였다. 또한, J-town network의 

비정상상황을 모의하기 위해 소화전을 개방하여 관 파손시

의 데이터(압력 및 유량 등)을 수집하였다.

3.1 대상 상수도관망

본 연구에 적용된 상수도시스템은 J-town network로서 

526개의 절점, 580개의 관로, 1개의 배수지로 구성되어 있으

며, 관로의 대부분은 100 mm의 관경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상수도관망의 하루 평균 수요량은 84 m3/h이다. 해당 

Fig. 5. Flow Chart of Generating Simulated Abnormal Conditions

Data Using Field Tests or Past Accident Data

Fig. 6. Flow Chart of Generating Simulated Abnormal Conditions

Data Using Hydraulic Analysis Model and Field Test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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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는 대수용가 스마트 미터 5개, 이상감지용 압력계 

5개 및 소블록 유입점의 유량 및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 

1개가 설치되어 있다. 모든 데이터의 측정 시간 간격은 1분이

며 계측기의 위치와 J-town network의 관망도는 Fig. 7과 

같다.

구성된 J-town network에서는 수요량 패턴 정보가 존재하

지 않아 64일 동안 실제 계측된 압력계(Fig. 8) 데이터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수요량패턴을 계산하였다.

Fig. 8은 5개의 압력계를 통해 수집된 7월 20일의 압력데이

터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리해석 모델의 수요량 패턴을 생성

하였다(Fig. 9).

하지만, 실시간으로 계측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관망

해석 모형에 활용하여 수요량 패턴의 재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조정은 실제 계측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다 현실적

으로 반영하여 모의사고를 생성할 수 있다.

3.1.1 계측 데이터 정보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데이터의 계측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는 2021.02.26 0시부터 2021.03.21 23:59시, 2차

는 21.06.09 15시부터 21.07.28 23:59시까지 측정된 데이터 

항목을 저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0시부터 14:49시까지의 

데이터 중 누락된 21.06.09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2021.07.19.

까지의 총 64일 동안 계측된 데이터 항목을 활용하여 상수도

시스템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또한, 21.07.19 이후

의 자료에는 소화전 개방을 통한 모의 관로 파손사고 데이터

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제외하였다. 계측데이터의 

결측치에 대해서는 그 전 시간(1분 전)에 측정된 데이터와 

동일한 값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의사

고 데이터 생성기법의 측정오차 매개변수는 J-town network

에 설치된 계측기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하며, 각 매개변수 

값은 유량계의 경우 0.35% (= Ep) (







), 압력계는 

0.2% (= Eq) (







) 측정오차를 고려하였다.

3.1.2 관 파손사고 모의데이터 항목

현장시험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현장시험 또는 

과거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제 소화전 개방시험을 통해 수집

된 모의 관로 파손사고 데이터를 활용한다. 모의 관로 파손사

고 데이터는 21.07.20~21.07.21의 야간 최소유량(Minimum 

night flow) 시간대에 소화전을 개방함으로써 수집하였으며, 

소화전의 개방 시간 및 시험절차는 Table 1과 같다.

소화전개방 시험은 5분 간격으로 개방 및 폐쇄를 반복하였

으며, 개방시 방류량 크기는 5 m3/h, 10 m3/h, 20 m3/h로 

설정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10은 모의 관로 파손사고 시험 기간 동안 J-town 

network의 유입점 유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소화전 개방 

전에는 유량이 대체로 일정하며 40 m3/h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소화전을 개방함으로써 그 값이 증가한다. 

이는 특히 각 소화전의 3차 개방에서 그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3절에서는 현장시험을 통해 수집된 정상 및 비정

상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Fig. 7. The Layout of J-town Network

Fig. 8. Measured Pressure Value from the Pressure Meters

Fig. 9. Generation of New Demand Multiplier Based on Pressure

Met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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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망해석 모형을 이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을 위한 첫 번째 방법론은 관망해석 

모형을 사용하며, 과거에 계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축한 

수요량 패턴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본 절에서는 모의

사고 데이터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구축된 수요량 패턴

에 따라 생성된 정상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Fig. 11은 관망해석 모형과 구축된 수요량 패턴을 사용하

여 계산한 각 압력계의 압력 값이다. 64일 동안 5개의 압력계

로부터 측정된 압력의 평균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오차의 크기가 작으므로 구축된 수요량 패턴은 과거 

평균 사용량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P3의 

경우 하루 동안의 평균 오차 값이 7.2%이다. 단, 이 방법론의 

한계점으로는 실시간 계측데이터의 예측이다. 결과 생성에 

기반이 되는 자료가 과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압력 및 유량 

등의 정상데이터 예측은 힘들다. 하지만, 관망해석을 수행하

여 사용자 혹은 상수도시스템 운영관리자가 원하는 만큼의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수요량 패턴이 구축되어있는 

관망해석 모형 및 압력계/유량계의 계측 오차 정보이다. 

이를 사용하여 생성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Fig. 12는 상수도시스템 내 무작위의 위치에서 관 파손사

고가 발생하여 20 m3/h의 물이 손실될 때의 DP3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다른 압력계의 경우에도 그 값의 크기만 상이할 

뿐 동일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압력계 

DP3의 결과만을 나타내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계측

데이터는 물 사용자의 수요량 변동성만 나타날 뿐 관 파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모의사고 데이터에는 압력의 

값이 전반적으로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수도시

스템에 관 파손사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흐르는 유량 때문에 

Date Times Field Test Information

2021-07-20 23:44~23:49
1st test (Open No. 2 fire 

hydrant, 5 m3/h)

2021-07-20 23:58~00:03
2nd test (Open No. 2 fire 

hydrant, 10 m3/h)

2021-07-21 00:08~00:13
3rd test (Open No. 2 fire 

hydrant, 20 m3/h)

2021-07-21 00:22~00:27
1st test (Open No. 1 fire 

hydrant, 5 m3/h)

2021-07-21 00:32~00:37
2nd test (Open No. 1 fire 

hydrant, 10 m3/h)

2021-07-21 00:41~00:45
3rd test (Open No. 1 fire 

hydrant, 20 m3/h)

Table 1. Collection of Field Test Data by Opening Fire Hydrants

Fig. 10. Flow Rate at Reservoir for J-town Network

Fig. 11. Pressure Results for Normal Condition Calculated by

the Hydraulic Model Considering the Generated New Demand

Pattern

Fig. 12. Pressure Distribution of Norma and Abnormal Condition

for D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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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수두가 상승하여 압력이 줄어든 결과이다.

관 파손의 영향은 Fig. 13을 통해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흐르는 유량으로 인해 압력이 감소하였

고 때문에 정상데이터 및 모의사고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다. 하지만 그 차이의 크기는 다른데 이는 관 파손이 일어난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같은 크기의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위치가 관 말단이라면, 추가적인 유량이 관 말단까지 

흐르면서 더 큰 크기의 손실수두가 누적된다. 반면에, 물이 

공급되는 저수지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손실수

두의 값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와 같이 수리해석 모형을 

활용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할 경우 수많은 모의사고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고의 위치를 

조정하여 관 파손이 상수도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비교분석 

할 수 있고, 그 크기를 조절하여 크기에 따른 압력의 변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해당 방법론은 

실시간 계측데이터의 현황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관망해석 

모형과 과거평균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사고 데이터(e.g., 현장시험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3.3 실제 발생한 비정상상황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

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을 위한 두 번째 방법론은 실제 

발생한 비정상상황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방법론은 관망해

석 모형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화전 개방 등의 현장시험 

혹은 수요자의 민원 등으로 인해 확인된 실제 비정상상황에 

대한 계측데이터만 준비되어있다면 이에 변동성을 부가하

여 수많은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Fig. 14는 21.07.21 00:10분에 2번 소화전을 열어 수집된 

DP02 및 DP03 압력을 활용하여 생성한 모의사고 압력 데이

터이다. 보다시피 변동성을 부가하여 현장시험 압력과 동일

하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값을 갖는 데이터를 독립시행횟

수(이 경우 1,000번)만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수집된 

데이터의 성질에 기반하여 그 특성이 반영된 모의사고 데이

터를 구축할 수 있다. 특성이라면, 실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압력의 변화 및 그 변화가 전반적으로 상수도시스템에 주는 

영향 등이 있다. 관망 내에 설치된 계측기가 많을수록 관 

파손사고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

며 계측기 개수에 따라 다양한 모의사고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17개의 센서(스마트미터, 압력계, 

유입점)가 설치된 J-town network의 경우 매 독립시행횟수마

다 17개의 다른 값을 갖는 모의사고 데이터 셋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오직 2개의 센서로 모의사고 데이터 셋을 

생성하는 경우보다 그 변동성이 크다. 이때, 변동성은 오차 

정보를 토대로 설정된 정규분포를 활용하여 계산된다. Fig. 

15는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1,000번의 모의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모의사고 데이터 중 85% 이상은 실제 측정된 사고 

데이터와 유사한 값을 가지며, 오차가 큰 경우는 약 10% 

미만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매시간 사용되는 수요량에 따라 

관 파손이 압력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고려해야한다. 해당 방법론은 이러한 특성까지 반영

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였지만, 관망해석 모형을 

사용했을 경우와는 다르게 사고의 위치에 대한 고려가 제한

적이다. 이 경우, 사고의 위치는 소화전 1과 2 두 가지이며 

다른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미치는 영향을 

Fig. 13. Difference of Pressure between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s in DP03

Fig. 14. Results of Simulated Abnormal Condition's Data (Pressure)

Generated by Field Test Data Using Fire Hyd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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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없다. 또한, 발생한 사고의 크기도 소화전만을 

조절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는 그 

값을 변형할 수 없는 점이 제한된다.

3.4 현장시험 데이터와 관망해석 모형을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본 절에서는 관망해석 모형 및 현장시험(또는 과거사고)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한다. 다만, 

첫 번째 방법론과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계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망해석을 수행하여 첫 번째 방법론의 단점을 

보완한다. 즉, 실시간으로 수집된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수도시스템의 현황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또한, 

현장시험 데이터와 동일한 관 파손의 크기를 고려하여 실제 

수집된 비정상상황 데이터와 비슷한 자료의 생성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관망해석 모형 내 소화전의 위치에 4의 

값을 갖는 emitter 계수를 적용하여 평균 약 20 m3/h를 갖는 

관 파손사고를 모의하였다. 20 m3/h의 크기를 갖도록 설정한 

것은 21.07.21 0:10에 소화전2를 개방했을 때와 0:45에 소화

전1을 개방하였을 때 해당 크기만큼 유입점의 유량이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Fig. 16은 관 파손크기의 한 예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실시간 계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시험한 

자료와 동일한 관 파손의 크기를 동일한 위치에 적용시켜 

생성한 모의사고 데이터는 실제 발생한 관 파손사고가 상수도

시스템에 미치는 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축된 비정상상황 데이터를 활용한다

면 기존의 방법론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추후 사고를 

방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사고를 관망 내 

여러 곳에 위치시켜 어느 지점이 취약한지, 어떤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등의 

분석이 가능하다. 아래 Fig. 17은 현장시험 데이터와 관망해

석 모형을 활용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 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각 압력계의 값을 보여준다.

소화전1과 소화전2를 개방하였을 경우 각 압력계에 미치

는 영향은 비슷하다. 하지만, 소화전의 위치를 바꿀 경우 

혹은 관 파손사고 위치가 달라질 경우 각 압력계에서 측정되

는 압력은 상이할 수 있으며 같은 크기의 관 파손이더라도 

더 큰 영향일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러한 분석까지 수행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론에 비해 

큰 장점을 지닌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시스템 수리해석 모형 및 현장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검⋅보정이 완료된 상수도시스

템 수리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운영관리자가 확인하고자하

는 관 파손사고의 위치 및 크기의 영향을 모의할 수 있다. 

Fig. 15. Frequency Distribution of Generated Simulated Data

by DP03

Fig. 16. Hydrant Discharge Amount for Simulation of Pipe Burst

(Hydrant 1)

Fig. 17. Generation Pressure Data Calculated by Approach 3 

for (a) Hydrant 1 (b) Hydra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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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석을 통해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고에 

취약한 지역 및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 모의데이터 

생성기법은 현장시험 데이터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수집

된 과거사고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수도시스템에 미치는 특성을 반영한 모의사고 데이

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관망해석 모형만을 이용한 방법론

의 한계점을 보완하지만, 사고의 발생위치가 고정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시스템 수리해석 모형 

및 현장시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한 모의데이터 생성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실제 발생한 사고의 특성 및 

여러 경우의 시나리오(상이한 사고의 위치 및 크기)를 고려

한 모의사고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의데이터 생성기

법의 성능향상을 위해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우선 

해당 방법론은 실시간으로 계측된 데이터를 관망해석 모형

에 쓰기 때문에 신속하게 모형을 검⋅보정할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또한, 오⋅결측치가 발생할 확률을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하여 실측데이터가 갖는 연속성

의 문제를 반영하여 모의사고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압력계의 데이터를 위주로 분석

을 수행하였지만, 대수용가 스마트미터 데이터(e.g.,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를 활용하여 각 방법론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추후에 ICT 기술 및 스마트미터기반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시스템의 운영관리 현황화면에 관 파손사

고의 여부 및 크기가 자동적으로 표출하도록 고도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확산 경로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지도적 표출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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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 발생 직후 생존자는 구조물 파손,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동장과 공원, 공터 등이 외부장

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장소는 옥외대피장소

(Outdoor evacuation site 또는 Immediate shelter)로 지정되어 

1차적인 대피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대피시설의 논리적 배

치 전략은 실제 대피의 효율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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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대피수요 산출에 관한 사례연구: 

인구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Evacuation Demand for Outdoor 

Evacuation Sites: Focusing on the Use of Population Data

이윤하*⋅서현철**

Lee, Yoonha*, and Seo, Hyuncheol**

Abstract

In Korea, following the Gyeongju earthquake, the selection criteria were prepared by dividing outdoor and indoor relief centers. 

A number of earthquake shelters have been designated and operated. However, although certain evaluation factors and indicators

exist to asses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arthquake shelters and the adequacy of their location, there is still no clear standard

to be used for the calculation of evacuation deman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vacuation demand was calculated using the 

census population data and mobile location-based floating population data. The implications were then drawn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future evacuation plans. The results reveal that, assuming that mobile location-based floating population

data are accurate, using census population data in calculating evacuation demand can cause a significant level of error. In the

case of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wher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predict when they will occur and on what scale, in both

time and space,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any uncertainty.

Key words : Outdoor Evacuation Site, Evacuation Demand, Floating Population, GIS

요 지

국내의 경우 경주지진을 계기로 옥외대피장소와 실내구호소를 구분하여 선정기준이 마련되었고 다수의 지진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대피소의 물리적 특성과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일정의 평가요소와 지표가 존재하지만 대피수요 

산출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계구 인구데이터와 모바일 위치기반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피수요를 산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대피계획 수립시 기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위치기반 유동인구데이터가 정확한 값이라고 가정한다면 대피수요를 산출할 때 집계구 인구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진과 같이 시공간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경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피수요 산출을 위해 시공간적으로 세밀하고

정확한 유동인구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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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진 대피시설의 공간 분포 및 구성은 대피 계획 수립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Chen et al., 2013). 따라서 지진 

대피소 위치선정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는 대피시설로서

의 물리적 조건(Liu et al., 2011; Anhorn and Khazai, 2015; 

Soltani et al., 2015; Nappi and Souza, 2015; Xu et al., 2016; 

Yu and Wen, 2016)과 대피과정에서의 효율성(Alçada-Almeida 

et al., 2009; Bayram and Yaman, 2018; Wang et al., 2020)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진의 발생은 여전히 예측(위치, 

강도, 시점 등)이 매우 어렵고(Chen et al., 2013; Sabbaghtorkan 

et al., 2020), 지진 발생시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 직후 생존자가 어디에 있든 옥외대피장소로 신속

하게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전체 인구와 지역 내 인구 이동 및 위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대피자 수의 동적 변화의 예측은 정확한 

대피 모델의 구현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일, 주간과 야간 

사이의 대피수요 인구수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Kaveh et al., 2020). 그러나 정적인 인구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유동인구(floating population과 random population)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Yu and Wen,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발생시 1차적인 

대피공간인 옥외대피장소를 대상으로 대피수요 산출시 집

계구 인구데이터와 모바일기반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차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rc GIS의 네트워크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최단

거리 대피거리를 분석하고, 집계구 인구데이터 및 모바일기

반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피수요와 총 대피수요 

가중거리를 산출하였다. 또한 모바일 기반 유동인구데이터

를 정확한 값으로 가정하고 집계구 인구데이터와의 오차율

을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재난발생과 재난관리의 불확실성

재난의 발생과 그에 따른 피해의 양상을 예측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다양한 기법과 프로세스

가 예측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진과 같은 재난의 예측은 시공간적으로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

로 발생하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Jho et al., 2019). 

또한 지진의 경우 진동, 산사태, 쓰나미 등과 관련된 복잡한 

재해의 양상을 띤다(Tabata et al., 2019). 따라서 지진재난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은 불확실성이 높은 동적 프로세스일 

수 밖 에 없다(Kaveh et al., 2020).

특히 대피수요 인구 및 사상자의 위치와 수를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피수요의 발생

장소와 대피수요 인구를 예측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Chen 

et al., 2013; Kim et al., 2016; Xu et al., 2016; Yu and Wen, 

2016)에서 집계구 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분포와 발생

정도를 예측하였다.

반면,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간의 

범위를 줄이거나(Shang et al., 2021) 주간과 야간의 시나리오

를 구분하였다(Ye et al., 2012; Yu and Wen, 2016). 또한 

Nara et al. (2017)은 소셜미디어, 인구조사데이터, 원격감지 

데이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소스를 통합하여 동적 

인구를 예측하여 대피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모바일위치데이터 기반의 유동인구데이터가 활용

되었으며(Deville et al., 2014; Lee et al., 2018; Wu et al., 

2018; Yun et al., 2020), 세분화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이 개념은 지역의 상주

인구와 해당지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인구를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즉 모바일 

기기의 위치데이터 기반의 유동인구데이터는 대피수요 인

구 및 사상자 예측 분석에서 주민등록 인구조사데이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Fig. 1은 대구광역시 서비스인구 분석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위치기반 유동인구 산출 개념

도이다.

2.2 대피장소 위치선정과 대피접근성

대피장소는 지진 피해자들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고르

게 배치되어야 한다(Soltani et al., 2015). 또한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대피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대피소의 공간 접근성과 수용 

능력은 도시의 탄력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

다(L. Zhao et al., 2017).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피거리

와 대피수요를 활용하여 지진 대피장소의 대피접근성을 

평가하거나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였다.

X. Zhao et al. (2017)에 따르면 지진대피소의 위치할당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지선택 모델은 1909년 Webe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P-median model (Hakimi, 1964), 

P-center model (Hakimi, 1965), Set-covering model (Toregas 

et al., 1971), Maximal covering model (Church and Velle, 

Fig. 1. Illustration of Floating Population Details (Daegu Metropolitan

City Service Population Analysis Information Syste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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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등이 대피장소의 부지선택 모델로 개발되었다.

여기서 P-median model은 수요와 시설 간의 총 수요 가중 

이동거리(total demand-weighted travel distance)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가능한 위치 범위 중에서 최상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Chang and Liao, 2015). P-center model은 수요와 

시설 간의 최대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hang and Liao, 2015). Set-covering model은 수요와 시설 

간에 최대 허용 거리를 미리 정해놓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수를 최소로 하는 것이 목적이다(Lee 

et al., 2017). Maximal covering model은 시설이 커버하는 

수요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수의 시설의 입지를 

결정한다(Kim, 2021).

3.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역인구의 

공간적 분포 현황

3.1 대상지의 지진옥외대피장소 및 지역인구 현황

대피소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예산배정, 시설관리 등의 

이유로 개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입지를 계획하고 결정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대구광역시 내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중 37.87% 

(95,360동)를 차지하고 있어 지진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도시이다(MLIT, 2016).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706개가 배치되어 있고(2020년 5월 

기준), 상주인구 대비 수용능력은 3.3 m2/인 기준 93.60% 

(1.0 m2/인 기준 308.90%)로 나타났다. 대상지 내 지진 옥외대

피장소의 분포는 Fig. 2와 같다. 대상지 중심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대피소가 입지하고 있고, 공간적 편중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139개의 행정동(4,929개의 집계구)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2,406,296명(KOSIS, 2021년 4월 주민등

록인구현황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행정동과 집계구

별 인구분포는 Fig. 3과 같다.
Fig. 2. Distribution of Buildings and Outdoor Evacuation Sites 

in Daegu City, Korea

Fig. 3. Distribution of Static Population Based of Administrative Boundary and Census Boundary (Le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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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단거리 기반 대피거리 및 대피수요 분석

지진발생시 개인은 대피 목적지에 대해 제한적인 선택권

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Lu et al., 2012; Yabe et al., 

2019), 대피수요 인구가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피장소로 대피

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피수요 산출시 인구데이터

의 특성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피소별 대피수

요와 총 수요 가중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피수요의 위치는 집계구의 중심점으로 설정하였고, 목

적지는 대상지에 지정된 옥외대피장소로 설정하였다. Arc 

GIS의 Closest facility tool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동인구데이터는 대구광역시 

서비스인구 분석정보 시스템에서 공개 및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도를 대상으로 월별, 시간대별 지역의 인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월별, 시간대별 

대피수요를 예측가능하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행정동 별 

유동인구자료이기 때문에 집계구 인구데이터와 공간적 범

위의 통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집계구 내 유동인구를 

산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인구가 분포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Fig. 4와 같이 행정동 경계 내 총인구를 

집계구 내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각 집계구에 배분하였다.

배분된 집계구별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한 옥외대피장

소별 대피수요를 분석한 결과, 최대 대피수요는 7월 07시경 

#311 옥외대피장소에 63,14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최단거리 기준 월-시간대별 평균 대피수요는 Fig. 5와 

같다. 월-시간대 평균 대피수요는 3,910명, 최대 4,240명, 

최소 3,210명으로 분석되었다. 유동인구데이터를 정확한 

값이라고 가정할 경우 집계구 인구데이터와의 오차율은 

Classification Evacuation distance

Count 4,872

Minimum 0.00 m

Maximum 10,195.07 m

Mean 413.34 m

Classification
Evacuation demand

Census Pop Floating Pop

Minimum 0 0

Maximum 19,602 63,193.89

Mean 3,357 3,900.61

Table 1. Analysis Results of Shortest Distance-Based Evacuation

Distance and Evacuation Demand (Lee et al., 2020)

Fig. 4. Schematic Diagram of Floating Population Allocation 

for the Census Boundary (Lee et al., 2020)

Fig. 5. Results of Average Evacuation Demand Based on the Shortest Distance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대피수요 산출에 관한 사례연구: 인구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85

Fig. 6과 같이 0.17~20.82%로 분석되었다.

옥외대피장소별 대피수요 평균값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Fig. 7과 같이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대로 집계구 인구데이터

를 활용할 경우 평균 대피수요는 3,357명으로 분석되었으며 

706개소 중 61%가 평균보다 적은 대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옥외대피장

소별 평균 대피수요는 3,895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집계구 

인구데이터 기준 평균 대피수요보다 적은 대피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대피장소의 비율은 58%로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최단거리 기반 총 대피수요 가중거리 분석

대피수요 가중거리는 대피수요와 대피거리의 곱으로 산

출된다. 대피장소별 총 대피수요 가중거리는 대피수요와 

대피거리를 동시에 반영하여 대피장소별 대피효율을 가늠

할 수 있는 지표이다.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총 

대피수요 가중거리 또한 대피수요의 동적 변화에 따라 Fig. 

8과 같이 월별-시간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최대 총 대피수

요 가중거리는 7월 07시경 #272 옥외대피장소에 1,105백만 

명⋅m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시간대 평균 총 

대피수요 가중거리는 21백만 명⋅m, 최대 23백만 명⋅m, 

최소 18백만 명⋅m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집계구 인구데이

터를 활용할 경우 평균 총 대피수요 가중거리는 1.3백만 

명⋅m로 분석되어 집계구 인구데이터와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오차율은 Fig. 9와 같이 92.39~94.16%로 분석되

었다.

옥외대피장소별 총 대피수요 가중거리 평균값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Fig. 10과 같이 나타났다.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옥외대피장소별 총 대피수요 가중거리 평균값

은 21백만 명⋅m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집계구 인구데이터 

Fig. 6. Error Rate Results for Average Evacuation Demand

Fig. 7. Frequency Distribution of Evacuation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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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s of Total Evacuation Demand-Weighted Distances Based on the Closest Distance

Fig. 9. Error Rate Results for Total Evacuation Demand-Weighted Distances

Fig. 10. Frequency Distribution of Total Evacuation Demand-Weighted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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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평균 총 대피수요 가중거리보다 적은 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대피장소의 비율은 33%로 분석되어 

집계구 인구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69%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국내 대도시 중 하나인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대피수요 산출시 인구데이터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피소의 분포에 따른 

대피수요의 예측은 재난 이 후 이재민에게 필수서비스(응급

의료, 에너지, 구호물품 등) 제공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필요하며, 대피수요예측 

프로세스에 대한 유연성 또한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는 모바

일 위치에 기반한 유동인구데이터를 정확한 값이라고 가정

한다면 대피수요를 산출할 때 집계구 인구데이터를 활용하

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대피접근성은 대피거리 또는 대피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대피접근성을 보다 큰 의미로 고려할 

경우 공간적 균등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위치선정 문제에서 공간적 균등성은 물리적 조건과 효율성

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지만 공공서비스의 불평등을 최소화

하고 공간적 균등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지진과 

같이 언제 어디에서 대피수요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사람들의 긴급한 대피를 위해 지정되고 

있는 옥외 대피장소의 공간적 균등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

행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대피장소의 공간적 균등성을 분석할 경우에도 집계구 

인구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오차율이 발생할 것으

로 판단된다. Yun et al. (2020)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결과는 대피수요 산출을 위해 집계구 인구데이터 만을 사용

하면 특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바일 위치 기반 유동인

구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바일 빅데이터에 기반한 유동인구데이터

는 인구의 연령, 성별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대피자의 

보행피난을 모의하기에 용이하다. IT와 빅데이터 관련 기술

의 발전을 통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발전은 정확한 대피모델의 구현

으로 이어져 지진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도 

지역의 안전과 공공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Lee et 

al., 2020).

그러나 이 연구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대피수요 산출

에서 집계구 인구데이터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사회⋅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즉 

도시의 특성에 따른 유동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시의 특성에 

따른 월별, 계절별, 시간대별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공간적 분석범위를 통일하기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에 기반하여 인구를 배분하였기 때문

에 실제 인구분포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마지막으

로 지진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네트워크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진상황

을 고려한 대피계획 수립 시에는 건축물 붕괴로 인한 도로폐

색 가능성, 도로의 파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피경로를 

분석해야 한다(Hirokawa and Osaragi, 2016; No et al., 2020). 

이 연구는 대피수요 예측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대피소요 

시간예측에도 유동인구데이터 활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발생시 1차적으로 긴급하게 

피신하는 장소로 지역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지만, 지진에 따른 대피과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의한 불확실성을 가진다. 국내의 경우 지진대피소의 

물리적 특성과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일정의 평가요소와 

지표가 존재하지만 대피수요 산출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계구 인구데이터와 

모바일 위치기반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피수요를 

산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대피계획 수립시 

기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위치

기반 유동인구데이터가 정확한 값이라고 가정한다면 대피

수요를 산출할 때 집계구 인구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

한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진과 같이 

시공간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 것인지 정확

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경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시공간적으

로 세밀하고 정확한 유동인구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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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FRP 소화수조의 부재간 결속으로 슬로싱 방지를 위한 

구조해석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Analysis for Sloshing Prevention 

through Binding between FRP Firefighting Water Tank 

Members

허동필*⋅민세홍**

Heo, Dongpil*, and Min, Sehong**

Abstract

The seismic safety of a fire extinguishing water tank must be verified because of the revision of the seismic design standard of 

fire protection systems. Although, the FRP water tank has weak physical properties, it is often used as a fire extinguishing water

tank, confronting the reality that there is no way of checking its structural safety. This study focuses on a reliable structural analysis

by extracting and accumulating data on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FRP through the National Certification Testing 

Agency to ensure the structural safety of an FRP water tank. It has been found that sloshing causes the breakage of a water tank 

and the fluid movement in the lower part of a water tank can be reduced not by using the external reinforcement method but

by improving the internal structure through binding of the water tank members. This method can be employed for reinforcing the 

seismic safety of an FRP water tank with weak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ly, a water tank with a structure that prevents sloshing

caused by an earthquake has been developed. The improvement in the seismic safety of the developed fire extinguishing water 

tank has been verified through a Solidworks simulation analysis. Therefore, the proposed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ismic

safety of a fire extinguishing water tank can be employed as the basic study material for using an FRP water tank with weak

physical properties as the seismic fire extinguishing water tank.

Key words : FRP Water Tank, Physical Property, Factor Value

요 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개정으로 소화수조 본체의 내진 안전성을 반드시 검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수조로

지금까지 현장에 많이 설치된 물성이 취약한 FRP 물탱크는 구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P 물탱크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FRP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자 값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 및 축적함으로서 구조해석의 신뢰성 제고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물성이 취약한 FRP 물탱크의 내진

안전성을 보강하는 방법을 외부 보강 방법이 아닌, 물탱크 부재간의 결속을 통한 자체 구조 개선으로 물탱크의 파손 원인을

제공하는 슬로싱 및 물탱크 하부 유체 유동 현상을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진에 의한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물탱크｣를 개발하였다. 더불어 개발된 소화수조를 Solidworks Simulation 해석을 통해서 내진 안전성이 향상되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소화수조의 내진 안전성을 개선함으로써, 물성이 취약한 FRP 소화수조를 내진 소화수조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FRP 물탱크, 물성, 인자값

 91 



9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22년 4월

1. 서 론

2016년 내진 설계 기준이 처음 제정된 후 국내 다수의 

관계 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에서도 소화설비의 내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화수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NFSC 402, 2021)이 개정되면

서 소화수조 본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데, FRP 물탱크는 물성(Material Properties)이 콘크리

트나 Carbon Steel 물탱크 보다 취약하여 수조 자체로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FRP 물탱크는 가성비가 좋고 시공성이 편리하다는 장점

으로 소화수조로 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후, 취약한 물성으로 내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점점 신규 설치를 위한 현장에서는 적용을 

꺼리고 있다. 또 다른 분제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수많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FRP 

소화수조가 설치된 기존 현장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물성이 취약한 FRP 물탱크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내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FRP 물탱크 재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치를 파악해야 내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내의 FRP 물탱크 제조업체는 영세

하고 열악한 제조환경을 이유로 FRP 재질의 물성 특성치에 

대한 데이터 축적 및 객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Heo (2019)은 FRP 소화수조의 물성에 Material 

Properties for E-glass 물성을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하였다. 

구조해석의 기초 인자값이 상이하여 구조해석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FRP 소화수조의 정확한 내진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FRP 소화수조 본체의 물리 화학

적 특성치를 확보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경험으로, 본 연구에서는 FRP 물탱크 

본체의 정확한 물성을 추출하여 확보함으로 구조해석 시뮬

레이션 시 적용 인자값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성이 취약한 FRP 물탱크가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

하여 내진 소화수조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동안 소화수조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물성이 취약하다

는 단점 때문에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FRP 물탱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설치되어 운용중인 

기존의 FRP 소화수조에 대한 대책수립이 급선무인 것이다.

Heo, Kim, Lee, Shin et al. (2018)은 소화수조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FRP의 취약한 물성을 보완하

기 위해 소화수조 외벽에 수직 보강프레임에 버팀대를 추가

적으로 설치하여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는 외부 보강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RP 물탱크의 외부의 구조적 보완이 아닌 

내부의 구조적 보강 방법에 대해 구조해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하였다.

지진 시 소화수조의 변형 또는 파손 원인이 되는 슬로싱

(Sloshing) 현상 및 소화수조 하부 유체 유동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하였다.

우선, FRP 물탱크의 물리⋅화학적 특성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FRP 물탱크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현재 FRP 물탱크 

제작 방식과 동일한 FRP 시료를 확보하였다.

FRP 두께 3 mm와 5 mm, 2종류로 구분하고 국내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FRP 소화수조의 인장응력, 전단응력, 

포아송비(Poisson’s Ratio), 탄성계수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

하여 구조해석 시 적용하였다.

소화수조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보강 방법

으로 슬로싱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연구하는

데, 개발된 제품을 SOLIDWORKS 2019 SP 2.0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FRP 물탱크 

제작 방식과 개발된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물탱크를 

Simulation 해석을 통해 인장응력 및 전단응력 변위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 내진 안전성이 얼마나 향상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슬로싱 현상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 개발

3.1 FRP Material Properties

FRP 물탱크의 물리⋅화학적 특성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FRP 수조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였으나, 어느 

업체에서도 FRP 물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한 업체가 없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는 열악한 제조환경과 영세함으로 

기술 개발 연구 투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물성치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되었

다. 우선 기존의 FRP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FRP 시료를 

제작하였다. FRP 패널의 기존 제작 방식은 단위 패널 폭 

2 m, 두께 3 mm 패널로 제작하였는데, 시료 분석에서는 

시편 크기를 300 mm × 300 mm, 두께 3 mm와 5 mm로 

나누어 분석을 의뢰하였다. 제작된 시료는 국가공인인증기

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의뢰하여, FRP 소화

수조의 물성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FRP 두께 3 mm, 5 

mm용 모두 물성 Test Report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s 1과 2에 FRP 3T의 물성값과 FRP 5T의 물성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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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물탱크 설계 및 개발

FRP 물탱크에 저장되는 용수가 지진 발생 시 물탱크를 

채운 물의 유동으로 인해 슬로싱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물탱크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되었다.

슬로싱 현상이란 지진과 같은 동적 하중이 소화용수를 

보관하고 있는 수조 본체와 구조물에 작용하게 되면 내부 

유체 수면이 출렁거리면서 물이 담겨 있는 용기의 경계, 

수조 벽체, 수조 덮개 등에 동수압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NFSC 402, 2021).

이러한 동수압이 수조에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물탱크

의 벽체가 파손되거나 물탱크 자체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 내부 용수가 유실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진에 의한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물탱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Heo, 2017).

첫째, 기존 물탱크 설치 방식에서 FRP 물탱크 본체 측면에 

설치되어 FRP 물탱크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다수의 수직 

보강 프레임(Reinforcing Frame)을 물탱크의 전체 높이보다 

연장하여 돌출되게 설치한다. 둘째로는 물탱크의 상단을 

커버하는 상부 덮개 커버의 윗면으로 횡단 부재(Transverse 

Accessories)를 격자 형태로 설치한 후, 수직 보강 프레임의 

돌출부위(Top Protrusion)와 상부 횡단 부재를 연결 고정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의 상부 횡 부재는 

Wire, Turnbuckle, 강봉, 평 Plate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횡 부재를 평 Plate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평 Plate의 단부를 절곡(Bending)하여 수직 

보강 프레임의 상부 돌출단(Top Protrusion)과 볼트 및 너트 

등의 결속 수단을 이용하여 분리, 결합, 체결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 횡 부재의 절곡면(Bent piece)과 수직 보강 프레임의 

돌출단에는 각각 구멍을 천공(Drill)하여 볼트 및 너트로 

체결한다. 아울러 횡 부재의 실시 예로 Wire, Turnbuckle, 

강봉 등의 경우에도 덮개커버를 경우에 따라 FRP 물탱크 

본체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 수직 보강 프레임의 

상부 돌출단과 분리 및 결합이 가능하도록 체결하였다.

횡단 부재의 결합에 의해 FRP 물탱크 본체의 상단 덮개 

커버가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하게 되며, FRP 

물탱크 본체에 수용된 용수가 지진 발생에 의한 슬로싱 

현상으로 덮개커버 하단부를 동수압에 의해 강하게 타격하

더라도, 덮개커버가 FRP 물탱크 상단으로부터 벗겨지거나 

또는 물탱크 상단 측이 파손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 용수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Fig. 1은 지진에 의한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 

입면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슬로싱 발생 시 좌우로의 흔들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후술하는 Cross Bar와 더불어 전체적

으로 FRP 물탱크 본체의 흔들림 현상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성 적용에 의해 FRP 물탱크 자체의 흔들림 

현상을 억제하게 되므로, 콘크리트 기초 패드 상면 측으로 

수평선상 길게 연장되는 수평 프레임(Horizontal Frame)의 

Material Properties for FRP 3T

Density (23 ℃) 1,389 kg/m3

Tensile Young’s Modulus 8.08 GPa

Shear Young’s Modulus 8.32 GPa

Poisson’s Ratio 0.358

Tensile Strength 145 MPa

Shear Strength 92.8 MPa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FRP 3T

Material Properties for FRP 5T

Density (23 ℃) 1,389 kg/m3

Tensile Young’s Modulus 7.74 GPa

Shear Young’s Modulus 8.32 GPa

Poisson’s Ratio 0.385

Tensile Strength 140 MPa

Shear Strength 87.9 MPa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FRP 5T

Fig. 1. Elevation of FRP Water Tank with Sloshing Preven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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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기초 패드의 

설치 면적을 축소할 수 있어 협소한 공간에서의 내진 안전성

을 보장하는 물탱크의 설치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2는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 단면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전술한 상부 덮개커버의 횡 부재 채택과 더불어, 

물탱크 외벽면의 수직 보강프레임과 수직 보강프레임 사이

를 ‘X’자 형태로 Cross Bar를 상호 연결함으로 물탱크 본체를 

지지하여 FRP 물탱크의 내진 안전성을 더욱 보강하였다.

‘X’자 형태로 수직 보강프레임과 수직 보강프레임을 Cross 

연결하게 되면, 지진 시 물탱크 전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이 발생될 때, Cross Bar가 물탱크 본체 벽면과 접하여 견고하

게 지지함으로 좌우로의 흔들림 현상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Fig. 3은 ‘X’자 형태의 Cross Bar를 보강, 결속한 설계도면

을 나타내었다.

Fig. 4에 나타냈듯이 수직 보강프레임과 수직 보강프레임 

사이의 외 측면은 FRP 물탱크 본체의 형상이 볼록하게 형성

되므로 그 볼록 부위로 인해 Cross Bar를 ‘X’자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난해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Cross Bar의 

양쪽 단부 측에 절곡 편(Bent piece)을 형성한다. 그 절곡 

편에 장공(Long hole)을 천공(Drill)하고 이와 결합되는 수직 

보강프레임들의 단부 측에도 장공을 형성하여, 각각의 절곡 

편에 Cross Bar를 접하여 볼트, 너트 등의 결합 수단을 이용하

여 연결 고정 설치하였다.

Fig. 4에는 FRP ‘X’자 형태의 Cross Bar 보강대를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이 장공을 이용한 볼트 결합에 의할 경우, 지진 

발생 시 물탱크 본체의 요동에 따른 충격력 등이 일정 정도 

상쇄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물탱크의 외측 

볼록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장공을 이용하여 결합 

부위를 조정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다.

Fig. 5는 FRP 소화수조 ‘X’자 형태의 Cross Bar 보강대 

결속 상세도를 나타내었다.

Cross Bar의 설치에 따라 물탱크 본체의 외 측면을 보강하

게 되고, 콘크리트 기초 패드에 견고하게 고정되는 수평 

프레임과 수직 보강프레임 중간 부위를 경사지게 연결하는 

지지 프레임들의 결합에 의해 지진 발생 시 FRP 물탱크 

Fig. 2. Cross Section of FRP Water Tank with Sloshing Prevention

Structure

Fig. 3. ‘X’ Cross Bar Reinforcement FRP Water Tank

Fig. 4. ‘X’ Shape Cross Bar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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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저장된 용수의 출렁임에 의한 동수압이 발생하더라

도 물탱크의 내진 안전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Cross Bar는 Figs. 6과 7에 각각 나타냈듯이 평 Plate 형태로 

구성하여 설치하였으나, 상부 덮개 횡 부재의 실시 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Wire, Turnbuckle, 강봉 중 어느 하나로 

해도 내진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Wire, Turnbuckle, 강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각 단부와 

절곡 편 간의 연결 구조를 Wire의 경우 절곡 편의 장공 

측으로 삽입하여 단부를 결속할 수 있으며, Turnbuckle의 

경우에는 그 단부에 볼트 및 너트 등을 이용하여 결속할 

수 있고, 강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강봉의 단부 측에 구멍을 

천공(Drill)하여 절곡 편의 장공과 볼트 및 너트 등을 이용하

여 결속할 수 있을 것이다.

3.3 슬로싱 방지 방파판 개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개발에서는 상부 횡 부재를 

이용하여 덮개 커버의 고정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아울러 

FRP 물탱크 본체 내부에 구성되는 방파판을 이용하여 슬로

싱 현상에 의한 동수압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물탱크의 형상과 재질이 워낙 다양하여 실험적, 해석적으

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물탱크에 대하여 

방파판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에서는 의무 설치 조항이 삭제되었다.

2016년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방파판에 대한 시설 기준은 소화수조에 발생하는 

과도한 하중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체의 운동에 저항할 

수 있는 강도와 내식성 있는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소화수조 평면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4방향으로 각 

방향 길이의 1/2 이상, 높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수조 높이의 

1/2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방파판의 고정 상태를 견고

하게 설치하면서도 지진 발생 시 FRP 물탱크 본체의 견고성

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방파판의 상단 모서리 

끝부분과 인접하는 수직 보강프레임 상, 하단을 각각 장력보

강연결 부재(Tension Support Connection Accessories)에 의

해 연결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수직 보강프레임과 물탱크 반대편의 수직 보강프

레임 간에는 물탱크 내부를 횡단하는 인장봉(Tensile Bars)이 

격자 형태로 각각 구비되고 수직 보강프레임과 방파판 상단 

모서리 부를 수직 보강프레임의 연결 부위를 이용하여 연결

한다. 즉, 통상적으로 기존 물탱크와 동일한 구조로 방파판이 

설치되고, 물탱크 본체의 수직 보강프레임들을 상호 연결하

기 위한 수단으로, 다수의 Wire를 이용하여 격자 형태로 

연결하는데 이러한 Wire들과 수직 보강프레임 간에는 장력

보강연결 부재에 의해 방파판의 외측 상단부와 수직 보강프

레임 간의 연결에 의하여 방파판을 중심으로 수직 보강프레

임을 잡아당기는 장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장력은 물탱

크가 콘크리트 기초 패드에서 견고한 고정력으로 전환되는 

바, 지진 발생 시 지진하중이 물탱크 내벽 및 상부 덮개커버 

측으로 가해지더라도 물탱크가 전후좌우로의 흔들림을 최

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으로 인해서 슬로싱 발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동수압 발생 여력을 최소

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물탱크의 내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igs. 6과 7에 방파판 장력 보강 단면도 및 평면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물탱크를 요약정리하면, 기존 

FRP 물탱크의 구조에서 수직 보강프레임을 FRP 물탱크 

높이보다 더 높게 설치한 후, 상부 덮개커버를 덮은 상태에서 

덮개커버 상부측으로 횡단되는 격자 형태의 다수의 횡 부재

를 구비하고, 수직 보강프레임과 수직 보강프레임 간을 ‘X’

자 형태로 크로싱(Crossing)시키는 Cross Bar와 물탱크 내부

에 구비되는 방파판의 상단 외측으로부터 수직 보강프레임 

측으로 상⋅하단 연결하는 장력(Tension) 보강 연결 부재들

의 구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구성들 또는 결합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슬로싱 현상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되고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슬로싱에 의한 지진하중이 작용하더라

도, 물탱크의 내벽과 상부 덮개 커버 측으로 가해지는 지진하

중이 상대적으로 최소화되어 물탱크 본체 및 상부 덮개커버

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지진 발생에 따른 내진 안전성이 

기존의 물탱크보다 월등히 높일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Fig. 5. ‘X’-shaped Cross Reinforcement Assembly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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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을 갖춘 FRP 물탱크는 설치되는 장소가 협소

하더라도 기초 패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설치 장소의 선택성 

및 장소 활용성이 높아, 작업 현장 조건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FRP 물탱크의 설치 시공이 가능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

며 안정성을 갖춘 내진에 의한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물탱크라고 할 수 있다.

4. 구조해석 성능평가

본 연구에 적용한 구조해석 프로그램으로 SOLIDWORKS 

2019 SP 2.0 PROGRAM을 선정하였다. 해당 구조해석 프로

그램은 매우 광범위한 산업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엔지

니어링 상의 일상적 문제와 정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모델링 구조해석 시 모델링 데이터에 

대한 충격, 파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파손 분위에 대한 수정이 용이하고, 발생된 응력에 대한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FRP 소화 수조의 구조 

해석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4.1 FRP 물탱크 구조해석 시뮬레이션

FRP 물탱크의 규격은 가로 3 m, 세로 3 m, 높이 2 m, 

용량 18 ton을 표준 Model로 선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물탱크 모델링 

작업 시 방파판은 구조해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물탱

크 내부에 설치되는 방파판이 지진하중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동적해석이 아닌 등가정적해석 

방법을 적용함으로 물탱크 내⋅외부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방파판 설치에 대한 해석이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또한, FRP 물탱크 외벽에 설치되는 크로스 형태의 프레임

도 적용하지 않고 상부 덮개프레임의 설치만으로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가 슬로싱 현상으로 인하여 지진하중이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작 방식과 동일한 FRP 물탱크와 연구 개발한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물탱크를 Solidworks Simulation을 통해서 

지진에 대한 내진 안전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4.1.1 FRP 물탱크 모델링

FRP 물탱크 모델링은 서로 다른 물성값과 서로 다른 

Part들로 각각 지정하여 하나의 Assembly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Part 선형 Pattern을 통해서 프레임 등이 균일하

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FRP 물탱크 Part는 Shell 형상으로 진행되었고, 한국화학융

합시험연구원(KTR)에 시험 의뢰한 FRP의 Material Properties 

두께 5 mm Test Report를 사용하였다(Fig. 1).

FRP 외벽 지지 Frame Part는 ‘ㄱ’각형 50 × 50 × 4 mm를 

사용하였으며, Shell 형상으로 진행되었고 Steel Material 

Properties를 사용하였는데, 밀도는 7,850 kg/m3 인장강도는 

410 MPa이고 항복강도는 275 MPa을 적용하였다.

FRP 상부 패널의 경우, 탱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중력에 

취약하여 PVC 지지대를 설치하는데, PVC 지지대 Part는 

두께는 4 mm로 Shell 형상으로 진행되었고, PVC의 Material 

Properties는 밀도는 2,400 kg/m3, 항복강도는 400 MPa을 

적용하였다

철근콘크리트 PAD Part의 경우에는 Solid 형상으로 진행

되었고, 콘크리트 강도는 250 MPa을 적용하였다.

4.1.2 FRP 물탱크 설계

FRP 물탱크의 Material Properties 결정 두께를 5 mm로 

Fig. 6. Breakwater Tension Reinforcement Installation Section

Fig. 7. Floor Plan of Installation of Breakwater Tension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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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규격은 3 m × 3 m × 2 m이고, 수직 보강프레임은 

0.5 m의 간격으로 설계하였다. 이때 장변 및 단변 모두 

동일한 규격으로 수직 보강프레임은 개수는 각각 5개이다.

물탱크를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에서 규정한 등가정적

해석방법에 의해 수평 지진하중을 산출한다.

산출된 지진하중 28.03 kN을 Solidworks 구조해석 프로그

램에 반영하여, 기존 설치 방식 FRP 물탱크와 슬로싱 방지구

조를 갖는 FRP 물탱크를 비교 분석하여 도출된 구조해석 

결과값으로 내진 안전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FRP 소화수조는 철근콘크리트 PAD에 바닥을 고정지오

메트리로 고정하여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중이 구조물에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4.2 FRP 물탱크의 구조해석

FRP 물탱크가 설치되는 지역은 지진구역 I, 지반 조건은 

S3 지반(얕고 연약한 지반)으로 가정하여 Solidworks Simulation 

구조해석을 통해 FRP 물탱크의 내진 안정성을 검토한다.

구조해석은 지진 가속도 스펙트럼 해석이 아닌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등가정적해석을 사용하였으며 

비교 대상은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와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장응

력과 변위량 및 전단응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4.2.1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

4.2.1.1 인장응력해석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는 수평 지진하중 48.93 kN 

적용 시 FRP 물탱크 본체의 인장응력은 18.98 MPa이고, 

변위량은 FRP 본체는 20.42 mm로 나타내었다.

인장응력은 응력 한계치인 145 MPa을 초과하지 않으며 

안전한 값을 보이나, 변위량에서는 패널과 패널이 맞닿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위량을 보임으로 변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직 보강프레임은 스토퍼와 수직 보강프레임이 맞닿는 

부분에 233.03 MPa을 최대값을 나타내었으며 수직 보강프

레임 상부 부분에서는 222.87 MPa로 확인되었다.

변위량 또한 6.29 mm의 큰 변위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장응력은 Steel의 항복강도 275 MPa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Figs. 8과 9에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 인장응력 

및 변위량을 각각 나타내었다.

4.2.1.2 전단응력해석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에 등가정적하중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수평지진하중 48.93 kN 적용 시 FRP 물탱크의 

전단응력은 FRP 본체는 Y-Z 축에서 1.97 MPa, 수직 보강프

레임은 X-Z 축에서 23.52 MPa이라는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도출된 결과값은 FRP 본체의 전단에 대한 응력 한계치인 

92.8 MPa과 수직 보강프레임의 Steel 항복강도 275 MPa 

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으로 내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s. 10~12에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 전단응력 

분석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4.2.2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 구조해석

4.2.2.1 인장응력해석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는 수평 지진하중 

48.93 kN 적용 시 FRP 물탱크 본체의 인장응력은 19.37 MPa이

Fig. 8. Existing Installation Method FRP Water Tank Tensile 

Stress

Fig. 9. Existing Installation Method FRP Water Tank Displacement

Fig. 10. Existing Installation Method FRP Water Tank Shear 

Stress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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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위량은 FRP 본체는 21.06 mm로서 기존 설치 방식 

FRP 물탱크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장응력은 FRP 응력 한계치인 145 MPa을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 값을 보이지만, 변위량에서는 기존 설치 방식 

FRP 물탱크와 마찬가지로 패널과 패널이 맞닿는 코너 부분

에서 상당히 큰 변위량을 보임으로 앞으로 변위량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직 보강프레임은 스토퍼와 수직 보강프레임이 맞닿는 

부분에 200.89 MPa을 최대값을 나타내었으며, 수직 보강프

레임 상부 부분에서는 130.34 MPa로 확인되었다.

변위량은 4.47 mm의 변위량을 보이며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값은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를 

적용할 경우, 인장에 대한 응력 및 Steel의 항복강도 275 

MPa을 초과하지 않으며 탄성변형 구간에 있으므로 내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s. 13과 14는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의 인장응력 및 변위량을 보여준다.

4.2.2.2 전단응력해석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에 등가정적하중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수평지진하중 48.93 KN 적용 시 FRP 

물탱크의 전단응력은 FRP 본체는 Y-Z 축에서 2.63 MPa, 

수직 보강프레임은 X-Z 축에서 19.69 MPa이라는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도출된 결과값은 FRP 본체의 전단에 대한 응력 한계치인 

92.8 MPa과 수직 보강프레임의 Steel 항복강도 275 MPa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으로 내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s. 15~17은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 전단

응력 분석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4.2.3 구조해석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와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를 등가정적해석으로 산출된 수평지진하중 

Fig. 12. Existing Installation Method FRP Water Tank Shear 

Stress (Y-Z)

Fig. 13. FRP Water Tank Tensile Stress with Sloshing Prevention

Structure

Fig. 14. FRP Water Tank Displacement with Sloshing Prevention

Structure

Fig. 15. Shear Stress (X-Y) for FRP Water Tank with Sloshing

Prevention Structure

Fig. 11. Existing Installation Method FRP Water Tank Shear 

Stress (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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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kN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Solidworks Simulation 구조

해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RP 본체의 인장응력 및 변위량은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나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 모두 

근소한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시된 FRP 5T 물성값

의 인장 및 전단에 대한 응력 한계치인 145 MPa과 92.8 

MPa을 초과하지 않는 응력이 발생됨으로 FRP 물탱크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위량에 있어서는 모든 물탱크가 패널과 패널이 

교차하는 코너 부분에 큰 변위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코너 부분에 수직 보강프레임이 없으므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앞으로 FRP 물탱크의 코너 부분에 대하

여 변위량을 좀더 줄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수직 보강프레임은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 

구조를 적용할 경우, Horizontal direction의 최대 인장응력은 

130.34 MPa로 41.52%, 변위량은 4.47 mm로서 28.93%의 

개선 효과로 보였으며, 전단응력은 19.86 MPa로 16.28%의 

내진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결과값은 Material Properties for Steel의 인장강도 

410 MPa 및 항복강도 275 MPa은 초과하지 않는 응력값이다.

도출된 결과값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를 설치함으로 Material Propertiess 

약한 FRP 물탱크의 내진 안전성이 현격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s 3~5를 통해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와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가 인장응력 및 변위량 전단응

력에서 내진 안전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FRP 소화수조의 부재간 결속으로 슬로싱 방지를 위한 

구조해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FRP 물탱크의 구조해석 시 기본 인자 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FRP의 물리⋅화학적 특성치를 데이터화한 Report를 

보유함으로 구조해석 시 정확한 FRP 물성값의 적용으로 

구조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물성이 취약한 FRP 물탱크에 슬로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파판의 설치 기준을 설정하여 지진으로부

터 FRP 물탱크의 내진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 설치 방식의 FRP 물탱크와 슬로싱 방지 구조를 

갖는 FRP 물탱크를 Solidworks Simulation 구조해석한 결과, 

지진하중에 대해 내진 안전성은 FRP 본체를 지탱하는 수직 

Fig. 16. Shear Stress (X-Z) for FRP Water Tank with Sloshing

Prevention Structure

Fig. 17. Shear Stress (Y-Z) for FRP Water Tank with Sloshing

Prevention Structure

Item Main Body Frame

Tensile Stress 18.98 MPa 222.87 MPa

Displacement 20.42 mm 6.29 mm

Shear Stress 1.97 MPa 23.52 MPa

Table 3. Existing Installation Method FRP Water Tank Result

Item Main Body Frame

Tensile Stress 19.37 MPa 130.34 MPa

Displacement 21.06 mm 4.47 mm

Shear Stress 2.63 MPa 19.69 MPa

Table 4. Results of FRP Water Tank with Sloshing Prevention

Structure

Item
Difference 

Values

Rate of 

Improvement

Tensile Stress 93.58 MPa 41.52%

Displacement 1.82 mm 28.93%

Shear Stress 3.83 MPa 16.28%

Table 5. Improvement Effect (Vertical Reinforcemen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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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프레임의 경우는 25% 이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Solidworks Simulation 구조해석에서는 제외되었

지만, 방파판과 외부 ‘X’자 형태의 Cross 보강대까지 설치한

다면, 지진에 의한 내진 안전성은 보다 더 개선 효과를 예상해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허동필의 연구논문 

에서 제시하였던 물성이 취약한 FRP 물탱크에 내진 안전성 

보강 방법으로 내진 버팀대 외부 보강 설치방법을 연구한 

바 있다(Heo, Kim, Lee, Lim et al., 2018).

더불어 이번에 향상된 기법의 연구인 내부 보강 방법의 

장점과 허동필의 연구논문에서 제시한 기존 설치된 소화수

조의 내진보강을 위한연구결과를 총합하여 물성이 취약한 

FRP 물탱크가 내진 소화수조로서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공의 편의성 및 가성비도 뛰어난 장점의 연구결과를 도출

하였다. 이러한 보급용 내진 소화수조가 하루속히 상용화되

어 궁극적으로 지진 발생 시 소화설비의 정상작동으로 화재

라는 2차 재앙으로부터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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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UL 268 (7판) 화재감도시험을 만족하는 화재감지기 개발

Development of a Fire Smoke Detector that Satisfies the UL 
268 (7th Edition) Fire Sensitivity Tests

정종진*⋅김종태**

Jung, Jongjin*, and Kim, Chongtai**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ulti-sensor fire detector that satisfies the revised requirements of the cooking nuisance test, polyurethane

foam fire test, and polyurethane foam smoldering smoke test of UL 268, and the special program, UL 268 (7th edition), at the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headquarters in Northbrook, Illinois, United States. The fire detection algorithm was confirmed 

using the "Research Preliminary Test" program. Our fire detector was evaluated in a dark room with a smoke detector consisting 

of photoelectric, carbon monoxide, and ionization sensors, and was mounted on a board. In addition, the upper case of the detector

is designed to have sufficient space on its top and side surfaces to allow the flow of air and combustion gases. As a result, in

the polyurethane foam fire test, the detector triggered an alarm (within 3 min) before the smoke concentration reached 5%/ft (after

3-4 min); thu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UL 268 polyurethane foam fire test. In the polyurethane foam smoldering smoke

test, the detector was operated for 22-26 min before the smoke concentration reached 12%/ft (after 26 min), thu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UL 268 polyurethane foam smoldering smoke test. Lastly, in the cooking nuisance test, the detector was operated

for 16-18 min before the smoke concentration reached 1.5%/ft (after 16 min), thu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UL 268 cooking

nuisance tes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developers of similar products who want

to obtain UL certifi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Multi-Sensor Fire Detector, UL 268 Sstandard, Cooking Nuisance Test, Polyurethane Foam Fire Test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UL 268의 요리비화재시험과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과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을 만족하는 멀티센서형

화재감지기를 개발하고 미국 시카고의 UL본사에서 UL 268 (7판)의 특별 프로그램인 “연구예비시험”을 신청하여 화재감지기의

화재 감도 성능을 확인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화재감지기는 포토센서로 구성되는 연기감지기의 암실과 CO센서, 이온화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보드에 장착하였다. 또한 공기와 연소 가스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지기의 상부 케이스는

윗면과 옆면에는 공간이 충분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결과,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에서 연기농도가 5%/ft 도달시간(3~4분)전에

감지기가 경보(3분 이내)를 하여 UL 268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을 만족하였다. 또한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에서는 연기농도 

12%/ft 도달시간 전(26분)인 22분~26분 사이에 감지기가 동작하여 UL 268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 규정을 만족하였다. 요리비화재

시험에서는 연기농도 1.5%/ft 도달시간(16분) 이후인 16분~18분 사이에 감지기가 동작하여 UL 268 요리비화재시험 규정을 

만족하였다.

핵심용어 :멀티센서 화재감지기, UL 268, 요리비화재시험,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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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재감지기는 화재 시에 가연물에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 음향장치로 

경보하거나 화재신호를 화재수신기에 전송하는 소방제품으

로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과 초기 

소화를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화재감지

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에 따라 대부분의 소방대상물에 다양한 종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NFSC 203, 2019).

하지만 화재감지기는 설치된 주변 환경 조건 즉,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 도달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경보

를 발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화재감지기

의 비화재보라 한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신고 출동은 5년간 610,903건이고, 그 중 화재출동이 아닌 

비화재보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 건수는 394,373건으로 전체

의 64.6%로 매년 오인 출동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National Fire Agency, 2019; Hwang et al., 2020). 특히 

2015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

준(NFSC 203)”의 규정이 숙박, 취침,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의 경우에는 기존의 열감지기에서 

연기감지기로 변경됨에 따라 오작동 등으로 인한 비화재보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기감지기의 동작원리에 기인

한 것으로 생활환경주변의 먼지나 미세 수증기, 조리 시의 

연기 등에 의해 산란광이 발생하여 연기감지기가 오작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비화재보는 거주자에게는 감지기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화재경보시에 피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소방당국은 오인출동으로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감지기의 비화재보를 저감

시키는 감지기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1970년대의 생활공간내의 가구 등은 주로 나무, 

종이, 옷과 같은 천연 가연물이었으나, 현대의 가정이나 

사무공간의 가연물은 폴리우레탄, 나이론, 플라스틱 등의 

합섬섬유 재질의 가구, 쇼파, 침대 등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기존보다는 매우 짧은 

시간에 더 큰 연소열 등으로 화재가 급속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소생성물 또한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지며 화재의 빠른 조기검

출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해외인증 기관인 Underwriters 

Laboratories (UL)은 연기감지기의 비화재보 저감과 폴리우

레탄 등 가연물 등의 변화로 인한 감지기의 빠른 감지 성능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에 UL 268 (Underwriters 

Laboratories, 2016)의 화재감지기의 화재 감도시험 규정을 

개정하고 2022년 6월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화재감지

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규정은 Cooking 

Nuisance Test (이하 요리비화재시험)과 폴리우레탄폼 화재

시험과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이며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제조사에서도 감지기

의 수출이나 판매를 위해서는 개정된 UL 268 화재감도시험

을 만족하는 감지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UL 268의 요리비화재시험

과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과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을 만

족하는 멀티센서형 화재감지기 시제품을 개발하고 미국 

시카고의 UL 본사에서 UL 268 (7판)의 특별 프로그램인 

“연구예비시험”을 신청하여 실화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제품의 화재 감도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2. 감지기 구조

국내의 연기감지기는 암실 내에 발광다이오드와 포토셀 

구조로 되어 있고 산란광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로는 

UL 268의 요리비화재시험과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과 폴

리우레탄폼 훈소시험을 만족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토센서 외에도 이온화센서, CO센서 등 멀티센서를 사용하

여 감지기를 개발하였다.

2.1 내부구조 및 원리

UL 268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구현한 감지기의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기존 연기감지기의 암실과 CO센서, 이온화센서 

등을 one-board에 장착하였으며, 이를 위해 회로 대부분을 SMT

부품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감지기의 상부 케이스는 공기와 

연소 가스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도록 윗면과 옆면에는 공간

이 충분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감지기 전체의 정보를 취합

하고 판단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는 Microchip Technology사

의 SAML10E15 저전력 32-bit를 사용하였다.

Fig. 1의 광센서는 일반 연기감지기에서 사용하는 암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Drive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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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 내에 발광다이오드와 포토다이오드 구조로 되어 있으

며 산란광 방식으로 동작하고 일반 연기감지기와 동일한 

방식이다. 이온화 센서는 아메리슘 241의 방사능 소스를 

이용하여 챔버 안에서 이온의 흐름으로 전류를 검출하는데 

연기입자가 들어가면 전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동작한다. 

불꽃 화재의 경우 입자가 작아 포토 센서는 이를 검출하기 

어렵지만 이온화센서는 이를 가장 잘 검출할 수 있는 센서이

다. 이온화 센서의 출력은 OP 앰프를 이용하여 출력 전압으

로 검출한다.

CO센서는 전기화학(Electrochemical)적 센서로서 전해질

과 반응하여 전기신호를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가스 농도에 

비례하여 전기 전류를 발생한다. 가스 분자가 모세관을 통해 

들어오면 필터를 거친 후 소수성 막을 지나 전극에 도달한다. 

이 분자는 즉시 산화하거나 줄어들면서 전자를 방출하거나 

소멸하는데 이때 전류가 발생한다. Fig. 2는 CO센서의 동작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CO센서는 2개의 단자를 가진 가스센

서이며 청정공기 상태에서는 출력 값이 ‘0’이 나오고 연소가 

발생하면 가스가 발생하여 값이 증가한다.

2.2 감지기 사양

Fig. 3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멀티센서 감지기의 사진이다. 

하나의 보드에 각 센서를 배치하였으며 주요 회로는 각 

센서의 보드 뒷면에 배치하였다. 또한 Table 1은 개발된 감지

기의 주요 사양을 나타낸다. 광센서의 감도범위는 1.24%/ft~

3.6%/ft이며 CO센서는 0에서 64 PPM 범위로 동작한다. LED

는 화재 감지시 RED LED가 켜지게 된다.

3. 실험 및 실험결과

3.1 UL화재시험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멀티센서형 화재감지기의 감도시험

을 UL에서 실시하는 UL 268 특별프로그램인 “연구예비시

험”신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미국 시카고의 UL화재시험실

에서 수행하였다. 국내 기준(National Fire Agency 119 Notice 

(No. 2019-10), 2019)과 다르게 UL의 화재감지기 감도시험

은 실화재 시험실에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화원(가연물)에 

대한 감도특성을 관찰하게 된다.

Fig. 4는 UL화재시험실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UL화

재시험실의 크기는 11 m (Wide) × 6.7 m (Length) × 3.3 m 

(Height)이며 원활한 시험과 정확한 시험을 위해 항온과 

항습 이외에도 연소 후에 공기 순환 장치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오븐 레인지와 중앙의 감지기(Det#6~Det#9)는 요리비

화재시험을 위한 것이며 양 벽의 감지기 2개(Det#1, Det#5)와 

가운데 3개(Det#2~Det#4)는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과 폴리

Fig. 2. Circuit of CO Sensor

Fig. 3. Photograph of Prototype

Photoelectric Sensitivity 1.2%/ft to 3.6%/ft

CO Sensitivity 0~64 PPM

ION Sensitivity
I/Io*100 where I is the reduced chamber current when smoke is present, Io is the quiescent 

chamber current in clean air. Therefore, 100 represents clean air.

Wiring Connection two-wires - 9,600 bps communication with Control Panel

LED Operation blinking during normal, steady On during alarm

Current Consumption average 650 uA every 4 sec polling, 1.9 mA during alarm

Table 1. Specification of Prototype

Fig. 4. Schematic Diagram of UL Fire Test Room



10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22년 4월

우레탄폼 훈소시험, 목재 화재시험, 목재 훈소시험, 종이화

재시험 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각 감지기가 설치된 부근에는 

UL에서 설치한 연기농도계(Beam)와 이온화(MIC) 계측기

가 부착되어 있어 실험 중에 나타나는 연기농도의 값을 

모니터링하고 실험 조건의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의 

실험조건은 다음 절인 3.2절의 화재감도 기준에서 설명하고

자 한다.

3.2 화재 감도 기준

2022년 적용되는 UL 268의 추가된 감도시험의 기준은 

Table 2와 같다. 폴리우레탄폼은 화재시험과 훈소시험을 

실시하며 정해진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요리비화재시험는 정해진 농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경보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3.1절에서 언급한 실험 조건은 Table 

2에서 나타내는 농도와 그 농도의 프로파일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UL 268 ANNEX I (Underwriters Laboratories, 

2016)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 농도와 프로파일은 

UL화재시험실에 설치된 농도계로 측정하여 UL에서 제시해 

주며 이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결과만이 인정되

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3.3 실험결과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UL화재시험실에서 UL 

268의 개정된 화재감도시험인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과 훈

소시험, 요리비화재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5는 시험에 사용

한 폴리우레탄폼의 시료를 나타낸 것이며 크기는 36.8 cm 

× 43.2 cm × 7.6 cm이다(NIST, 2016). 실험에 사용한 감지기

는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감지기 5개(Det#1~Det#5)를 

설치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은 총 4회 실시한 폴리우레탄폼 화재감도를 시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UL측정치는 UL에서 설치한 

연기농도측정기로 측정한 5%/ft 농도에 도달한 시간이며, 

이 데이터는 UL에서 제공한다. 또한 각 감지기의 작동 시간

은 화재 경보시간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 대로 UL에

서 제공한 5%/ft도달시간(UL측정치) 전에 감지기가 경보를 

발하면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시험에 사용한 감지기는 

모두 이 시간 안에 동작하여 UL 268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

을 만족하였다.

Fig. 6은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에서 측정된 연기농도의 

Division Smoke density at Beam Instrument

Polyurethane Foam Fire Test 5%/ft

Polyurethane Foam smoldering smoke Test 12%/ft

Cooking nuisance test 1.5%/ft, No alarm

Table 2. Fire Sensitivity Criteria

Fig. 5. Samples of Polyurethane Foam

Measured by UL Det#1 Det#2 Det#3 Det#4 Det#5

Test#1 3:30 (5%/ft) 2:12 2:25 2:21 2:58 2:23

Test#2 3:25 (5%/ft) 2:19 2:38 2:47 3:00 2:20

Test#3 3:20 (5%/ft) 2:07 2:28 2:15 2:17 2:19

Test#4 3:10 (5%/ft) 2:05 2:34 2:19 2:24 2:21

Table 3. Results of Polyurethane Foam Fire Test

(Unit; Minutes:Seconds)

Fig. 6. Smoke Concentration Value of Polyurethane Foam Fire 

Test (Provided by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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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측정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데이터는 

UL에서 제공한 것으로 시험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Table 3에서 제시한 것처럼 화재시험실에 설치

된 연기농도측정기의 값들이 3~4분 안에 5%/ft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붉은 점선과 파란 점선은 UL에서 

정한 시간에 대한 연기농도의 상한과 하한을 의미하며 이 

범위 안에서 연기농도가 존재해야 된다.

Figs. 7~10은 Test#1에서 감지기로 유입되는 연소 가연물

을 모니터링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측정한 값들은 

감지기내의 포토센서와 CO센서, 이온화센서, 감지기의 동

작 여부를 확인하는 알람 신호값이다. Fig. 7의 포토센서 

값은 2분 경과 때까지도 1.0%/ft 미만의 농도를 나타내어 

화재판단의 정보로는 미흡하며, Figs. 8, 9의 센서 값을 보면 

CO센서 값과 이온화센서의 값이 상당량이 측정되고 있어 

이온화센서의 60초 변화율과 CO센서 값을 화재경보의 기준

으로 활용하였다.

Fig. 7. Photo Sensor Value of Polyurethane Foam Fire Test

Fig. 8. Ionization Sensor Value of Polyurethane Foam Fire Test

Fig. 9. CO Sensor Value of Polyurethane Foam Fire Test

Fig. 10. Fire Alarm of Polyurethane Foam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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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UL측정치는 UL에서 설치한 연기농도측정기로 측정

한 12%/ft 농도에 도달한 시간이다.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

에 사용한 모든 감지기가 이 UL측정치 시간이내에 동작하여 

UL 268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을 만족하였다.

요리비화재시험은 요리 등으로 인한 연기로 화재감지기

가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UL 268 (7판)개정

에 포함한 시험이다. 이 시험의 자세한 방법은 UL 268 

ANNEX I에 서술되어 있다. 본 시험에 사용되는 샘플은 

직경 10 cm, 두께 1.9 cm, 무게 175 g ± 3 g의 햄버거이며 

Fig. 11은 시험에 사용된 햄버거의 사진이다. Table 5는 

요리비화재시험의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 시험에 

사용되는 감지기의 위치와 개수는 Fig. 6의 Det#6~Det#9와 

같다. 시험결과, 4개의 감지기 동작 시간이 UL측정치 시간 

16분 전에 모두 동작하여 UL 268 요리비화재시험규정을 

만족하였다.

Fig. 12는 요리비화재시험에서 측정된 연기농도의 UL측

정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재시험실에 설치된 연기농도측정기의 값이 

1.5%/ft에 도달하는 시간(16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붉은 점선과 파란 점선은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과 같은 

의미의 연기 농도의 상한과 하한경계이다.

Measured by UL Det#1 Det#2 Det#3 Det#4 Det#5

Test#1 26:00 (12%/ft) 22:16 25:18 24:56 25:20 21:53

Table 4. Results of Polyurethane Foam Smoldering Smoke Test

(Unit; Minutes:Seconds)

Fig. 11. Samples of Cooking Nuisance Test

Measured by UL Det#6 Det#7 Det#8 Det#9

16:00 (1.5%/ft) 16:34 17:24 17:34 17:26

Table 5. Results of Cooking Nuisance Test

(Unit; Minutes:Seconds)

Fig. 12. Smoke Concentration Value of Cooking Nuisance Test

(Provided by UL)

Fig. 13. Photo Sensor Value of Cooking Nuis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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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13~16은 감지기로 유입되는 연소 가연물을 모니터

링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측정한 값들은 감지기내

의 포토센서와 CO센서, 이온화센서, 감지기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알람 신호값이다. 요리비화재시험에서는 CO센서 

값과 이온화센서 값이 폴리우레탄폼 화재감도 시험에서의 

값보다는 상당히 작게 나타나 본 시험에서는 이온화 센서의 

300초 변화율, 포토 센서의 300초 변화율과 CO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화재경보기준으로 활용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멀티센서형 화재감지기 시제품을 개발하

고 UL 본사에서 UL 268 (7판)의 특별 프로그램인 “연구예비

시험”을 신청하여 시제품의 화재 감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L 268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멀티센서형 연기감지

기를 개발하였다. 감지기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포토센서로 

구성되는 연기감지기의 암실과 CO센서, 이온화센서 등을 

하나의 보드에 장착하였으며, 이를 위해 회로를 SMT부품으

로 설계하였다. 또한 공기와 연소 가스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

도록 감지기의 상부 케이스는 윗면과 옆면에는 공간이 충분

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센서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이

크로컨트롤러는 Microchip Technology사의 SAML10E15 

저전력 32-bit를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멀티센서형 화재감지기를 대상

으로 개정된 UL 268의 화재감도시험인 요리비화재시험,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과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을 UL 본

사의 UL화재시험실에서 수행하였다.

성능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 : UL에서 제공한 5%/ft도달시

간(UL측정치)전에 감지기가 경보를 발하면 규정을 

만족하는 시험에서 감지기는 모두 이 값을 만족하여 

UL 268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을 만족하였다. 이 시

험은 UL에서 제시하는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의 프

로파일내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므로 시험하는 감지기

는 UL에서 설치한 연기농도측정기로 측정한 농도가 

Fig. 15. CO Sensor Value of Cooking Nuisance Test

Fig. 16. Fire Alarm of Cooking Nuisance TestFig. 14. Ionization Sensor Value of Cooking Nuis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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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t에 도달하기 전에 동작하여야 한다. 본 시험에서 

5%/ft 농도에 도달한 시간은 3~4분이었다.

(2)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 : 시험실내 농도가 12%/ft에 

도달(UL측정치)하기 전에 감지기가 경보를 발하면 

규정을 만족하는 시험에서 감지기는 모두 이 시간을 

만족하여 UL 268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을 만족하였

다. 12%/ft도달시간(UL측정치)은 26분이었으며 감지

기는 22분~26분 사이에 동작하였다.

(3) 요리비화재시험 : 요리비화재시험은 요리 등으로 인한 

연기로 화재감지기가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UL 268 (7판) 개정에 포함한 시험이다. UL에서는 

햄버거를 사용하여 연소시험을 실시하며 UL에서 제

시하는 요리비화재시험의 프로파일내에서 감지기가 

동작하여야 한다. 감지기가 1.5%/ft도달시간(UL측정

치)후에 화재경보를 발하면 규정을 만족하는 시험에

서 모두 이 시간을 만족하여 UL 268 요리비화재시험을 

만족하였다. 1.5%/ft도달시간(UL측정치)은 16분이었

으며 감지기는 16분~18분 사이에 동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멀티센서형 화재감지기를 

개발하여 개정된 UL 268 (7판)의 화재감도시험인 요리비화

재시험, 폴리우레탄폼 화재시험과 폴리우레탄폼 훈소시험

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UL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련 제조사의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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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강원도 춘천지역의 산불 조심기간 산림 연료 수분함량과 

기상인자의 관계 분석

Relationship between Forest Fuel Moisture Contents and Weather 

Factors During the Forest Fires Danger Season in Chuncheon, Gangwon

한송희*⋅채희문**

Han, Songhee*, and Chae, Heemun**

Abstract

The amount of moisture contained in fallen leaves in the forest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the ignition and spread

of a forest fire. This moisture content is an important fundamental component of the forest fire danger rating system, as well 

as an essential parameter in forest fire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isture content of fuel 

in the forests and weather information obtained from HOBO data loggers installed in forests during the forest fire seasons of 2018

and 2020. The moisture content of the forest fuel was divided into two slopes (south and north), and the fallen leaves used were 

broad-leaved (Prunus serrulate and Quercus dentata) and coniferous (Pinus densiflora and Pinus koraiensis). The temperature (mean,

minimum, and maximum) and relative humidity (mean and minimum) data obtained from the weather measuring devices installed 

in the forests were used to correlate weather factors with fuel moisture content. During the spring forest fire period, the temperature

(mean, minimum, and maximum) and relative humidity (mean and minimum) of each slope and tree species were significant, while

the average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were significant during the autumn. According to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fuel

moisture content and weather, factors with high significance were select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the slope and speci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at 1 perc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primary data for calculating the 

fuel index of the forest fire forecasting system by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weather factors on the moisture content of the fuel.

Key words : Moisture Contents of Forest Fuel, Weather Factors, Forest Fire Danger Seasons, Forest Fire Management

요 지

산림 연료수분함량은 산불 발화와 확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산불 예보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본 요소이며, 연료의 수분함량

분석은 산불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 봄⋅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임지 내 연료 수분함량과

임내 설치된 기상측정장비(HOBO data Logger)의 기상 자료의 관계 분석을 하였다. 산림 연료 수분함량은 사면별(남사면,북사면)

을 나눈 뒤 지피물 채취하였고 수종별로는 활엽수(벚나무, 떡갈나무), 침엽수(소나무, 잣나무)를 대상으로 낙하한 낙엽을

사용하였다. 임내 설치된 기상측정장비의 온도(평균,최저,최고)와 상대습도(평균,최저)를 이용하여 기상인자와 연료수분함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사면별, 수종별에서 온도(평균,최저,최고)와 상대습도(평균,최저) 모든 인자들이

연료수분함량과 유의성이 있었으며, 가을철엔 평균온도와 평균 상대습도가 높은 유의성을 나타냈다. 연료수분함량과 기상의

상관 분석 결과를 통해 유의성이 높은 인자들을 뽑아 사면별, 수종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 내의 기상인자와 산림 연료 수분함량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연료

지수를 산정하는데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산림연료수분함량, 기상인자, 산불조심기간, 산불관리

 109 



11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22년 4월

1. 서 론

최근 경험해보지 못한 극도의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해 

대규모의 산불 피해와 동시 다발성 산불이 급증하면서 산불 

발생과 확산을 예측하여 산림 피해 저감에 효과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 연료수분함량은 산불 행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

며 산불 위험 평가에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특히 사연료 

수분함량 예측은 산불의 발화 및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 평가에 중요한 변수이다(Aguado et al., 

2007; Vejmelka et al., 2016).

미국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National Fire Danger Rating 

System, NFDRS)에서는 기상(기온, 상대습도, 풍속) 등의 

자료와 연료의 유형별로 생연료(live Fuel), 사연료(dead fuel) 

수분을 구분한 뒤 산출해서 연료수분함량을 예측하고 있다. 

캐나다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발화위험 지수와 산불 발

생 환경(연료, 지형, 기상)에 따른 산불위험도를 나타내준다. 

기상에는 온도, 강수량, 상대습도, 풍속으로 구성되어있고 

연료의 유형에서는 3가지로 나눠서 미세연료수분지수(Fine 

Fuel Moisture Code), 더프연료지수(Duff Moisture Code), 

가뭄지수(Drought Code)로 구성되어있다(Wotton, 2009; 

Mölders, 2010). 호주의 산불위험지수(Fire Danger Indices)

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가뭄지수와 연료 수분에 대한 방정

식을 사용하여 값을 산출한다(Finkele et al., 2006).

우리나라의 산불위험시스템에서는 기상모형지수(Daily 

Weather Index), 임상모형지수(Fuel Model Index), 지형모형

지수(Topography Model Index) 등 총 3개의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상에서는 실효 습도, 최고온도, 평균풍속 자료들

로 구성되어있고, 임상위험지수와 지형위험지수는 산불 발

생 지점의 임상과 방위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지수화된다

(Korea Forest Service, 2005).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상, 지형, 연료의 종류 

및 습도가 산불 연소 동태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통한 지형, 기상 임상 등의 해석이 필요하

다(Lee et al., 2009).

산림 연료 수분함량은 연료의 입자 및 연료 층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낙엽의 수분함량은 상대습도, 온도 및 

증기압에 의하여 조절되며 연료의 반응은 잎의 크기와 모양 

밀도와 같은 특성에서도 달라진다.

국외의 산림 연료 수분 관련된 연구 사례를 보면 센서를 

이용한 수분함량을 측정한 바 있다(Schunk et al., 2016). 

그리고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연료 수분 함량을 추정 할 

때 중요한 요소는 식생의 구조와 지형 기상요소 그리고 

토양수분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보고 한 바 있다(Aguado 

et al., 2007; Matthews et al., 2010). 호주에서는 기후에 

따른 연료 수분 분석을 하였는데, 연료의 건조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산불 활동이 증가하고 대형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Boer et al., 2020; Ellis et al., 2021). 또한 

미국 산림청에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연료 수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인해 1,000시간의 연료 수분 감소량 보다 1시간 감소가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연료수분 변화로 

산불의 빈도나 연소면적 강도가 증가할 것을 나타냈다(Liu, 

2016).

국내의 연료 수분 측정에 대한 연구로 Yeom et al. (2020) 

산불위험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료습도 자동화 측정

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 Lee et al. (2008) 영동지역의 봄철 

산불기간 소나무림 지표연료의 연료습도 변화 분석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산림내의 기상인자가 연료의 수분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불예보시스템의 연료 

지수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구축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 선정

본 연구는 산림 내 기상인자가 연료의 수분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내 구내림에

서 진행하였다. 임지내 낙하한 연료를 사면별로 북사면, 

남사면 수종별로 활엽수종인 벚나무와 떡갈나무 침엽수종

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측정하였다(Fig. 1). 산불 확산은 임상

이 침엽수림이고, 사면향이 남서 또는 남동사면일 경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면과 수종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Ryu 

et al., 2014). 조사지역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효된 지역이며 

북사면의 주요 수종으로는 벚나무(Prunus serrulata)와 소나

무(Pinus densiflora), 남사면은 떡갈나무(Quercus dentata)와 

잣나무(Pinus Koraiensis)가 우점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일반적 

현황은 소나무가 우점한 지역으로 평균 흉고직경 26.58 cm, 

평균 수고 13.07 m, 임목밀도 700 trees/ha, 경사 25~30°이다. 

Fig. 1. Geographic Locations of Study Sites and Sampling Plots; 

Slope (Nort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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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기상대로부터 분석된 춘천의 연평균 기온은 11.4 ℃ 

최고, 최저 기온은 각각 17.4, 6.3 ℃이며, 상대습도는 70.9%, 

연평균 강수량은 1,341.5 mm로 강우의 약 63%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2.2 산림 연료 수분함량 조사

산불 발화 및 확산에 있어 연료수분함량 추정은 중요한 

요소이다(Chuvieco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 

내 연료 수분함량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일 15시에 임지 

내 낙하한 연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15시이며, 초본층, 지표 연료, 목질 

연료는 지표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Lee and Lee, 2006; 

Won et al., 2013). 이때 사면은 남사면과 북사면의 경사를 

상 중 하를 나눠서 지피물을 채취하였고, 수종은 벚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잣나무를 대상으로 낙하된 낙엽을 각각 

10 g씩 3반복 채취하였다. 낙엽은 건조기 105 ℃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하여 건중량을 측정하였으며 Eq. (1)에 의해 연료 

수분함량을 산출하였다.

 





 


×  (1)

위 식에서 

는 연료의 건조 전 무게, 


는 연료의 

건조 후 무게이다.

2.3 산림 내 기상인자 측정

기상인자가 산림 연료 수분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지에 기상측정 장비(HOBO Data Logger, U12-012)

를 설치하였으며, 장비 센서를 통해서 온도는 -20 ℃에서 

70 ℃ ± 0.35 ℃ 범위에서 측정되고 습도는 5%에서 95% ± 

2.5%로 측정된다. 기상측정 장비는 연료 수분함량을 조사한 

기간과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1시간 간격 기온(℃)과 상대습

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계절 및 월별 기온과 

상대습도의 평균, 최고, 최저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산림 

내의 기상인자와의 비교하기 위해서 춘천 기상대의 기상대 

자료(기상청)를 동일 기간 온도, 습도를 분석하여 임지 내의 

기상인자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후 산림 연료 수분함량과 

일 평균 기온 평균, 최고, 최저, 상대습도 평균 최저의 기상인

자 간의 상관관계 분석하였고, 이때, 산림 연료 수분함량과 

유의수준 내에서 상관성을 나타내는 기상인자를 예측식의 

구성인자로 선정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산림 연료 

연료수분함량 예측하였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산림 

연료수분함량 추정식을 예측하였다. 이상의 통계 분석은 

SPSS (SPSS Statistics ver. 26)를 활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산림 연료 수분함량 분석

2018년부터 2020년 봄⋅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림 

내에 낙하한 낙엽을 채집한 뒤 차이를 검증하고자 비모수 

분석인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사면별, 수종별 유의미

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면 별 봄철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을철은 (P < 0.017)로 연료 수분함

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2). 북사면과 남사면의 평균 

연료 수분함량은 봄철이 가을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봄철에는 강수량이 많지 않고 임분 내 습도가 낮아 건조해지

기 때문이다(Lee and Kim, 2011). 수종별로 활엽수종(벚나

무, 떡갈나무)에서 봄철(P < 0.009) 가을철(P < 0.01)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침엽수종(소나무, 잣나무)에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이는 활엽수의 수분 저장력이 

침엽 수에 비해 높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Lee et al., 2018). 

활엽수종과 침엽수종을 계절 별로 각각 비교했을 때 가을철 

활엽수종인 벚나무와 침엽수종인 소나무의 연료 수분함량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잎의 특성(면적 대 두께 비율, 낙하한 잎이 임지에 놓여져 

있는 상태 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 된다(Chae, 2014).

3.2 산림 내 기상인자 분석

산림 내에 설치된 기상측정장비(HOBO)에서 2018년 2월 

01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매일 1시간 간격으로 온도

(℃), 상대습도(%)를 측정한 결과(Table 1) 계절별 산림 내의 

봄철 기온은 평균 9.90 ℃, 최고 25.33 ℃ 최저 -2.03 ℃, 

상대습도 평균 59.79%이었으며, 가을철 기온은 평균 2.14 ℃, 

최고 14.86 ℃, 최저 -10.24 ℃, 상대습도 평균 68.99%였다. 

춘천 기상대의 봄철 기온은 평균 9.65 ℃, 최고 23.71 ℃, 

최저 2.78 ℃ 가을철 기온은 평균 1.98 ℃, 최고 14.85 ℃, 

최저 10.98 ℃로 나타나 기상대의 온도는 오히려 임내 보다 

낮았다. 상대습도는 봄철 평균 61.44%, 가을철 평균 70.01% 

Fig. 2. Comparison of Fuel Moisture Content on Each Slope 

in Spring and Autumn Forest Fire Danger Season (Slop: Nort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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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임내 보다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온이 높은 계절

에는 임내의 온도가 임외의 온도보다 낮고 기온이 낮은 

계절에는 임내의 온도가 임외의 온도 보다 높았다(Lee et 

al., 2007).

 

Fig. 3. Comparison of Fuel Moisture Content on Each Slope in Spring and Autumn Forest Fire Danger Season (Ps: Prunus Serrulata,

Qd: Quercus Dentata, Pd: Pinus Densiflora, PK: Pinus Koraiensis)

Year Month

Study area Weather station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T. 

(℃)

MI.T. 

(℃)

MA.T. 

(℃)

RH. 

(%)

MI.RH. 

(%)

T. 

(℃)

MI.T. 

(℃)

MA.T. 

(℃)

RH. 

(%)

MI.RH. 

(%)

2018

Mar. 15.8 7.8 27.4 48.4 20.4 14.5 6.5 22.9 57.3 25.0

Apr. 12.5 -0.5 30.6 61.1 11.5 12.4 -1.5 29.0 62.5 9.0

May. 16.9 4.7 29.9 73.3 30.0 17.7 3.4 30.4 69.6 26.0

2019
Feb. 0.1 -11.2 14.5 58.0 20.3 -0.1 -13.1 14.1 59.9 19.0

Mar. 6.1 -3.3 17.1 53.2 15.9 5.4 -4.7 17.3 56.1 13.0

2020

Feb. 1.5 -13.5 15.3 65.7 23.6 1.4 -12.9 14.4 66.7 21.0

Mar. 7.3 -5.2 23.9 53.8 13.4 6.9 -5.6 21.3 55.0 11.0

Apr. 10.9 -2.1 26.3 48.5 10.5 10.5 -2.7 24.2 50.6 11.0

May. 17.5 5.9 31.6 71.2 12.0 18.1 6.1 30.1 68.1 11.0

2021

Feb. 1.6 -11.8 20.1 54.9 13.0 1.2 -13.7 19.8 57.0 8.0

Mar. 10.3 -2.8 30.9 58.0 10.5 7.8 -2.4 23.2 63.6 11.0

Apr. 13.5 0.7 32.7 57.4 13.3 13.1 2.0 29.1 56.5 15.0

May. 14.9 5.0 29.1 73.7 22.8 15.7 4.5 31.1 67.7 20.0

T.: Mean Temperature, MI.T.: Mean Min. temperature, MA.T.: Mean Max. temperature, RH.: Mean Relative humidity, MI.RH.: 

Mean Min. Relative humidity

Table 1. The Comparison of Weather Factors in Study Area (Forest) and Chuncheon Weathe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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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림 연료의 수분함량과 기상인자 간의 관계 

분석

봄⋅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낙하한 낙엽의 사면별(남사면, 

북사면), 수종별(벚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잣나무) 수분함

량과 산림 내 기상인자(평균온도, 최고온도, 최저온도 평균 

상대습도, 최저 상대습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

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2). 봄철의 경우 사면과 

수종에서 기상인자와 산림 연료수분함량이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P < 0.01). 하지만 가을철 북사면의 연료 

수분함량에서는 최고온도와 최저습도(P < 0.01), 남사면은 

최고온도, 평균습도, 최저습도에서 산림 내 연료 수분 함량과 

기상인자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5).

봄철 활엽수종(벚나무, 떡갈나무)과 침엽수종(소나무, 잣

나무)에서는 평균온도, 최저온도, 최고온도, 평균습도, 최저

습도 모든 기상인자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한편 

가을철 활엽수종인 벚나무에서는 평균습도, 최저습도에서

만 유의성이 나타났고(P < 0.01), 떡갈나무에서는 평균온도, 

평균습도는 (P < 0.05), 최고온도, 최저습도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P < 0.01). 침엽수종에서 소나무는 평균온

도, 최고온도, 최저습도, 잣나무는 평균온도 최저온도 최고

온도 최저습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 0.01). 

본 연구에서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과 유의성이 높은 기상인

자는 최고온도와 최저습도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연료의 수분함량 변화와 기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상인

자 중 최고온도와 상대습도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Chae, 2014).

Season T. (℃) MI.T. (℃) MA.T. (℃) RH. (%) MI.RH. (%)

Spring

Slope
North 0.903** 0.883** -0.287** 0.535** 0.487**

South 0.861** 0.836** -0.256** 0.546** 0.507**

Species

Prunus serrulata 0.903** 0.883** -0.287** 0.535** 0.488**

Quercu dentata 0.861** 0.836** -0.256** 0.546** 0.507**

Pinus densiflora 0.901** 0.892** -0.282** 0.560** 0.510**

Pinus koraiensis 0.851** 0.858** -0.259** 0.541** 0.500**

Autumn

Slope
North -0.249* -0.106 -0.408** 0.259* 0.336**

South -0.264* -0.107 -0.434** 0.298** 0.400**

Species

Prunus serrulata -0.036 0.083 -0.206 0.275** 0.371**

Quercu dentata -0.224* -0.082 -0.386** 0.245* 0.360**

Pinus densiflora -0.300** -0.167 -0.434** 0.182 0.280**

Pinus koraiensis -0.399** -0.283** -0.525** 0.161 0.282**

T.: Temperature, MI.T.: Minimum temperature, MA.T.: Maximum temperature, RH.: Relative humidity, MI.RH.: Minimum humidity

* and ** indicate significant at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able 2. Pearson Correlation between Fuel Moisture Content and Weather Factors

Regression equations R2 P

Spring

Slope
North = -12.555 + -0.533 × (MA.T.) + 0.909 × (RH.) 0.295

< 0.01

South = -38.459 + 1.189 × (RH.) 0.294

Species

Prunus serrulata = -34.753 + 1.186 × (RH.) 0.310

Quercu dentata = -37.876 + 1.156 × (RH.) 0.289

Pinus densiflora = -11.254 + 0.631 × (RH.) 0.317

Pinus koraiensis = -8.699 + 0.600 × (RH.) 0.288

Autumn

Slope
North = -2.949 + -4.321 × (MA.T.) + 1.414 × (RH.) 0.350

South = -26.319 + -5.093 × (MA.T.) + 1.727 × (RH.) 0.422

Species

Prunus serrulata = 131.146 + -10.442 × (MA.T.) + 10.671 × (RH.) 0.206

Quercu dentata = -10.337 + -4.392 × (MA.T.) + 1.437 × (RH.) 0.311

Pinus densiflora = 13.696 + -2.722 × (MA.T.) + 0.751 × (RH.) 0.311

Pinus koraiensis = 20.956 + -2.777 × (MA.T.) + 0.681 × (RH.) 0.411

MA.T.: Maximum temperature, RH.: Relative humidity

Table 3.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tepwise Regression Method and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Fuel

Moisture Content of Slope and Species by Weather Factors in Spring and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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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림 연료의 수분함량과 기상인자 간의 추정식

기상인자들이 산림 내 연료 수분 함량에서 유의수준 내에

서 상관성을 나타내는 기상인자를 구성인자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Table 2). 사면별(남사면, 북사면), 수종별(떡갈나무, 벚

나무, 소나무, 잣나무)의 수분함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 

기상인자(평균온도, 최고온도, 최저온도, 평균 상대습도, 최

저 상대습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연료수분함량 추정식을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봄철 사면의 추정식에서 북사면의 유의성이 높은 기상인자

는 최고온도와 평균 상대습도로 나타났고, 남사면은 평균 상대

습도였다. 가을철엔 북사면, 남사면에서 최고온도와 평균 상대

습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수종에서의 계절별 유의성 검증 결과 봄철은 활엽수종과 

침엽수종에서 동일하게 상대습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가을철 수종에서는 최고온도와 

평균 상대습도가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P < 0.01). 이는 

상대습도가 높을 때 연료 내로 수분이 바로 유입되나 상대습

도가 낮을 때는 연료 내 수분은 공기 중으로 유출되기 때문이

다(Lee et. al., 2021).

4. 결 론

산림 내 기상인자가 연료수분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1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

터 12월 15일까지 강원대 산림 내에 낙하한 낙엽을 채집한 

뒤 건중량을 측정하였고, 연구지역 내의 기상인자를 측정하

여 기상인자와 연료 수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사면과 남사

면을 비교해보았을 때 북사면이 남사면보다 수분함량이 

평균 2.84% 높게 나타났다. 일사량 분포가 남향이 가장 

높고 북향이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산림이라도 사면에 따라 수분함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종

별로는 활엽수종인 벚나무와 떡갈나무잎이 봄⋅가을철 모

두 유의한 결과 값을 나타냈고, 침엽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

에서는 봄⋅가을철 유의한 결과 값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나

무 32.33%와 잣나무 33.34%의 평균 수분함량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상인자가 산림 연료수분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산림 내 기상인자를 측정했을 때 봄철 기온은 평균 

9.90 ℃, 최고 25.33 ℃ 최저 -2.03 ℃, 상대습도 평균 59.79%이

었으며, 가을철 기온은 평균 2.14 ℃, 최고 14.86 ℃, 최저 

-10.24 ℃, 상대습도 평균 68.99%였다. 춘천 기상대의 봄철 

기온은 평균 9.65 ℃, 최고 23.71 ℃, 최저 2.78 ℃, 상대습도 

평균 61.44% 가을철 기온은 평균 1.98 ℃, 최고 14.85 ℃, 

최저 10.98 ℃, 상대습도 평균 70.01%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겨울(12월~2

월) 분석해보았을 때 여름과 가을에는 산림 내의 기온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상대습도도 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봄, 겨울의 경우 산림 내의 온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고, 상대습도의 경우에는 봄철에는 

산림 내의 습도가 높았지만, 겨울엔 기상대의 상대습도가 

평균 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 내와 기상대의 

설치되어있는 장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식생이 분포하

고 있는 산림 내부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의 수분함량이 기상인자 중 유의수준이 높은 기상인

자를 활용하여 연료의 수분함량 회귀식을 분석한 결과 봄⋅

가을철 사면별 유의성을 보았을 때 봄철 남사면은 상대습도

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봄철 북사면, 가을철 

북사면과 남사면에서는 최고온도와 평균 상대습도에서 유

의성을 나타냈다. 수종별로는 봄철의 활엽수(벚나무, 떡갈나

무), 침엽수(소나무, 잣나무)에서는 평균 상대습도, 가을철엔 

최고온도와 평균 상대습도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수분함량과 기상의 회귀식 분석 중에

서 가을철 남사면의 최고온도, 상대습도의 설명력이 약 42.2%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인자에 따른 산림 연료수분함량 간의 

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산림 연료수분함

량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3년 동안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계절별, 시기별 분석을 위해서 추후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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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19년 5월 강릉 테크노파크, '19년 12월 광양 포스코 

제철소, '20년 3월 대산 롯데 케미컬, '21년 12월 여수 국가산

업단지 사고와 같이 플랜트 시설물의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석유화학 

플랜트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생산과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시설물로서, 취급하는 물질이 갖는 높은 인화성 및 가연

성으로 인해 화재 폭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특히 화재 시 그 강도가 매우 높아 일반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술과 차별화되는 보다 적극적인 화재안전 대책

이 필요하다.

이에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물과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화재안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재난

관리 단계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Choi and Lee, 2016). 특히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화재 폭발 시 국가적 사회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시 즉각적인 진압을 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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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part of the initial investigation of fire damage diagnosis, fire protection-applied specimens within petrochemical plant facilities

were exposed to standard and hydrocarbon fire conditions; then, the heating temperature of the specimens was monitored, and

their appearance was checked by visual observation. Although data on the appearance status for discoloration, thickness variations,

etc. of fire protection were collated for each set of fire exposure conditions, it was difficult to estimate the heating temperature

of the specimens. Therefore, the visual observation method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fire damage needs to be approached

somewhat conservatively. Moreo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heating temperature measurements for each specimen, it was 

confirmed that the paint has a disadvantage in maintaining its fire resistance performance when exposed to a hydrocarbon fire.

Key words : Petrochemical Plant Facility, Fire Damage Survey, Hydrocarbon Fire, Heating Temperature, Fire Resistance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물을 가정한 내화피복 적용 실험체를 대상으로 표준 및 탄화수소 화재에 노출시킨

후, 화재손상 진단 절차 중 1차 조사의 일환인 육안에 의한 외관 관찰과 더불어 수열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내화피복

및 노출 화재 조건별로 내화피복의 변색, 두께 변화 등의 외관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실험체의

수열온도 추정을 위한 경향성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외관 관찰에 의해 화재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험체별로 수열온도를 실측한 결과에 의하면 도료의 경우

탄화수소화재에 노출될 시 내화성능을 유지하는데 다른 내화피복에 비해 다소 불리한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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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화재위험도평가와 같은 예방 

및 대비 그리고 화재 시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 단계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복구 단계에서의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재난을 입은 시설물에 수행되는 일반적 화재손상도 진단

은 우선 화재현장조사를 거친 뒤에 진행된다. 화재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로는 예비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1차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로 구분되며, 예비조사에서는 

화재상황을 추정하고, 1차 조사에서는 시설물의 외관(변형 

또는 변색 등)을 관찰하고 수열온도를 추정하며, 2차 조사에

서는 예비, 1차 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해서 파괴검사(샘플링 후 구조재료의 물성 변화를 시험/분

석)를 통해 화재손상도를 확인하는 것이다(Recommendation 

for Diagnosis and Repair Methods of Fire-damaged Buildings, 

2021; Yoshida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 화재손상도 진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본건축학회에서 

제시한 ｢건물의 화해진단 및 보수⋅보강 방법 지침(안)｣을 

참고하여 화재손상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야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진단,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가이드라인(2020)｣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표준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손상도 진단 및 보수보강 기법으로 매우 

심각한 화재를 잠재하고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를 대상으로

는 적합하지 않다. 취급하는 물질이 잠재적인 고 화재강도를 

가진 석유화학 플랜트라고 한다면 화재 시 그 화재강도는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강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물의 화재손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건축물 기준 내화피복 방식을 

적용한 철골 단주 실험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재 및 탄화수소

화재에 노출시킨 후, 화재손상 진단 절차 중 1차 조사의 

일환인 육안에 의한 외관 관찰과 더불어 수열온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얻어진 실험적 조사 분석 결과는 

추후 탄화수소화재에 노출된 시설물의 손상도 진단 및 평가, 

그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 기술 개발, 아울러 관련 제도의 

제⋅개정 등에 기초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실험 개요

2.1 실험 대상 및 조건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물의 구조형식은 대부분 강구조임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화피복이 적용된 강구조 기둥

을 대상으로 화재손상 특성을 분석하였다. 플랜트 시설물의 

구조부재로 다양한 형강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외관 관찰의 편의를 위해 각형강관(단면 300 mm × 300 mm, 

두께 9 mm, 길이 1,000 mm)을 모재로 선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건축용 구조부재에 ｢내화구조 인정｣을 득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 H-형강을 기준으로 내화구조 인정을 득한 

아크릴계 도료, 석고계 뿜칠, 규산칼슘보드 3종의 제품을 

모재의 내화피복으로 적용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 순서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실험체 및 화재 노출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실험체 조건 중 내화성능 1시간, 2시간은 실험에서의 내화피

복조건이 실제 국내 건축물 기준으로 획득하고 있는 내화성

능 인정 시간을 의미한다.

화재 노출 조건으로는 ISO834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화

재(Standard Fire Curve)와 UL1709 (UL Subject 1709, 2017)

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화수소화재(Hydro-Carbon Fire Curve)

로 구분하되 각 화재에 노출되는 시간을 각각 30분, 60분, 

120분으로 하였다. 표준화재의 경우 60분 이내에 927 ℃ 

(1,700 F)에 도달하는 조건이지만 탄화수소화재는 5분 이내

에 1,093 ℃ (2,000 F)에 도달하는 급속 화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석유 및 화학 플랜트 등 탄화수소 물질을 다량 

보유하거나 취급함으로써 화재 시 시설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를 고려한 화재조건이다. Fig. 

2는 표준화재와 탄화수소화재를 비교해 나타낸 것이며, Fig. 

3은 화재 노출 실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2 외관 관찰 및 수열온도 확인

현장에서 시설물의 화재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1차 조사’ 

단계와 유사한 맥락으로서, 조건별 화재에 노출된 실험체의 

1. Specimens

Specimen type: Steel tube with square hollow section

Section: 300 mm × 300 mm × 9 t, Length: 1,000 mm

Fire resistance coating : Paint, spray coating and board

2. Fire exposure
Fire conditions: Standard fire and hydrocarbon fire (Hydro-Carbon Fire)

Fire exposure time: 30 minutes, 60 minutes and 120 minutes

3. Appearance observation and heating 

temperature check

Discoloration, foam thickness and other specialty

Time-temperature history

Fig. 1. Test and Investigatio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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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상태(변색, 발포 두께, 기타 특이사항)를 확인하였다. 

화재 이후, 현장에서의 외관 관찰은 시설물의 수열온도를 

추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강구조의 

수열온도 추정은 강재의 고유한 구조/재료적 내화성능 저하 

Specimen

Specimen Details Fire Exposure Details

Section and 

Length

Fire Protection 

Typ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Fire Type

Fire Exposure

Time

1 P1-SF-30

Steel tubular 

column with square 

hollow section

[300 mm × 300 

mm × 9 mm]

Length : 1,000 mm

Paint (P)

1 hour

(Thickness of 0.75 mm)

Standard Fire
30 minutes

2 P1-SF-60 60 minutes

3 P1-HCF-30 Hydro-Carbon 

Fire

30 minutes

4 P1-HCF-60 60 minutes

5 P2-SF-60

2 hours

(Thickness of 2.70 mm)

Standard Fire
60 minutes

6 P2-SF-120 120 minutes

7 P2-HCFH-60 Hydro-Carbon 

Fire

60 minutes

8 P2-HCF-120 120 minutes

9 S1-SF-30

Spray coat (S)

1 hour

(Thickness of 10 mm)

Standard Fire
30 minutes

10 S1-SF-60 60 minutes

11 S1-HCF-30 Hydro-Carbon 

Fire

30 minutes

12 S1-HCF-60 60 minutes

13 S2-SF-60

2 hours

(Thickness of 20 mm)

Standard Fire
60 minutes

14 S2-SF-120 120 minutes

15 S2-HCF-60 Hydro-Carbon 

Fire

60 minutes

16 S2-HCF-120 120 minutes

17 B1-SF-30

Board (B)

1 hour

(Thickness of 15 mm)

Standard Fire
30 minutes

18 B1-SF-60 60 minutes

19 B1-HCF-30 Hydro-Carbon 

Fire

30 minutes

20 B1-HCF-60 60 minutes

21 B2-SF-60

2 hours

(Thickness of 25 mm)

Standard Fire
60 minutes

22 B2-SF-120 120 minutes

23 B2-HCF-60 Hydro-Carbon 

Fire

60 minutes

24 B2-HCF-120 120 minutes

Table 1. Specimen Information

Fig. 2. Standard and Hydrocarbon Fire Curves Fig. 3. Fire Exposure Tes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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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인자로서 다양한 문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EN 1993-1-2, 2005; KS F 2257-6, 2014; KS 

F 2257-7, 2014; ANSI/AISC 360-16, 2016).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강재는 300~400 ℃에 도달하면서부터 상온에 비해 

항복강도가 저하되기 시작하며, 538 ℃ (1,000 ℉)에서는 항복

강도가 상온의 2/3 수준으로 낮아져 상온 설계 시의 허용응력

에 도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화재 시 

구조부재의 구조적 안정성 유지 관점에서 350 ℃와 538 ℃를 

수열온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외관 관찰 항목 중 도료는 발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재 노출 후의 발포 두께를 측정하였다. Akiko et al. (1999)

는 도료의 발포 두께를 토대로 각형강관의 수열온도를 유추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Hideyuki et al. (1999)는 도료의 

발포상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원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화재 노출 이후 발포성 도료 이외에도 

모든 내화피복에 대한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열

온도의 추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한편, 화재 노출 중의 실제 수열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전대(Thermocouple)를 모재에 설치하였다. 열

전대는 Ø1.0 mm의 K-Type을 사용하였으며, 열전대는 KS 

F 2257-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형강관 단면 4곳에 설치하

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외관 관찰

Fig. 4는 화재 노출 후 도료, 뿜칠, 보드의 실험체의 외관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2는 외관 관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도료의 경우 화재 노출 전에 흰색이었으나 노출 후에는 

발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짙은 회색으로 변색되

었다. 화재 노출 전 내화성능 1시간용과 2시간용 두께로 

도막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었으나 도막의 두께와 노출 화재 

조건과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짙은 회색으로 변색되는 

것으로 나타나 변색의 차이를 토대로 화재상황이나 시설물

의 화재손상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구조부재가 아닌 재료 수준에서의 실험을 진행한 

기존 연구들(Cha et al., 2020; Cha et al., 2021)에서는 각종 

도장에 따른 변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의 결과에서는 그 경향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실험체 각 면의 발포 두께를 측정하여 그 값을 평균한 

결과, 초기 도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발포 두께가 두꺼워지

는 경향이 확인되나 노출 화재 조건에 따라서는 그 경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화재 노출 후 도료의 특이사항으로는 

발포 상태가 불균일하거나 모서리 부분에서 박리/박락이 

있어 4면에 걸쳐서 발포형상이 온건히 유지된 실험체를 

(a) P1-SF-60 (b) S1-SF-60 (c) B1-SF-60 (d) P1-HCF-60

(e) S1-HCF-60 (f) B1-HCF-60 (g) P2-SF-120 (h) S2-SF-120

(i) B2-SF-120 (j) P2-HF-120 (k) S2-HF-120 (l) B2-HF-120

Fig. 4. Appearance for Each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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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화재에서 오는 외부 열을 1차적

으로 차단하는 피복으로서의 역할이 일부 상실됨으로 인해 

시설물 수열온도에 다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뿜칠의 경우 화재 노출 전에는 시멘트 계열의 회색이었으

나 화재 노출 후에는 전반적으로 짙은 갈색으로 변색된 

것을 확인하였다. 뿜칠도 앞서 분석한 도료와 마찬가지로 

내화성능 1시간용, 2시간용 구분과 더불어 노출 화재 조건과

는 상관없이 변색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려

웠다. 특이사항으로는 표면에 여러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하였으나 발포성 도료와 같이 박리/박락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뿜칠은 발포성이 아니므로 

화재 노출 후에도 원래의 두께를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보드의 경우 화재 노출 전에는 흰색에 가까운 색상이었으

나 화재 노출 후에는 회색 또는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실험체에 적용한 보드의 종류나 

화재 노출 조건과는 무관하게 가열로 영향에 의한 그을음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드 또한 발포성이 아니므로 화재 노출 

후에도 원래의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사항으로는 화재 노출 후 균열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보드 간 경계 부분의 들뜸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고온의 조건에서도 조립 계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관 관찰에 의해 화재상황 및 시설물 수열온도를 추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외관 관찰은 관측자의 주관적 판단

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의 가혹한 

조건들을 감안해 볼 때 외관 관찰을 토대로 명확한 화재손상 

진단을 시도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육안에 의한 1차 조사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의 신뢰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검토되며, 이에 2차 조사가 수반됨이 보다 

명확한 화재손상 진단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Specimen

Appearance Status

Color Thickness (mm)

SpecialtyBefore 

Heating

After 

Heating

Plane

1

Plane 

2

Plane

3

Plane

4
Mean

1 P1-SF-30 White (Foam) Grey 40 38 36 40 38.50 Maintain a shape after foaming all the 4 planes

2 P1-SF-60 White (Foam) Grey 34 36 32 40 35.50 Maintain a shape after foaming all the 4 planes

3 P1-HCF-30 White (Foam) Grey 14 30 30 40 28.50 Maintain a shape after foaming all the 4 planes

4 P1-HCF-60 White (Foam) Grey Min. 10~Max. 30 Foam burst in one corner

5 P2-SF-60 White (Foam) Grey 80 90 80 90 57.83 Maintain a shape after foaming all the 4 planes

6 P2-SF-120 White (Foam) Grey Mix. 40~Max. 70 Foam burst in one corner

7 P2-HCF-60 White (Foam) Grey Min. 50~Max. 100 Foam burst in one corner

8 P2-HCF-120 White (Foam) Grey Min. 60~Max. 120 Foam burst in one corner

9 S1-SF-30 Grey Dark grey 14 14.00 Partial microcracks on the surface

10 S1-SF-60 Grey Dark grey 16 16.00 Partial microcracks on the surface

11 S1-HCF-30 Grey Dark grey 13 13.00 -

12 S1-HCF-60 Grey Dark grey 14 14.00 -

13 S2-SF-60 Grey Dark grey 26 26.00 Partial microcracks on the surface

14 S2-SF-120 Grey Dark grey 23 23.00 Partial microcracks on the surface

15 S2-HCF-60 Grey Dark grey 24 24.00 Overall microcracks on the surface

16 S2-HCF-120 Grey Dark grey 24 24.00 Overall microcracks on the surface

17 B1-SF-30 Light grey Light grey 15 15.00 Partial cracks on the surface and lifted corner

18 B1-SF-60 Light grey Light grey 15 15.00 Partial cracks on the surface and lifted corner

19 B1-HCF-30 Light grey Light brown 15 15.00 Partial cracks on the surface and lifted corner

20 B1-HCF-60 Light grey Light brown 15 15.00 Partial cracks on the surface and lifted corner

21 B2-SF-60 Light grey Light grey 25 25.00 Partial cracks on the surface and lifted corner

22 B2-SF-120 Light grey Light grey 25 25.00 Partial cracks on the surface and lifted corner

23 B2-HCF-60 Light grey Light brown 25 25.00 Partial cracks on the surface and lifted corner

24 B2-HCF-120 Light grey Light brown 25 25.00 Partial cracks on the surface and lifted corner

Table 2. Results of Appearance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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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2차 조사는 시료를 샘플링하는 파괴 검사의 형식이

므로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을 피하는 비파괴 형식의 새로

운 진단 기술 도입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수열온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화재에 노출되었던 강구조의 수열

온도 추정은 강재의 고유한 구조/재료적 내화성능 저하 정도

를 판단할 수 있는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의 

강관단면 수열온도 변화에 대한 관측 결과가 실제 석유화학 

플랜트의 강구조 부재의 화재시 수열온도 특성을 완전히 

대변한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화재 노출 

조건과 내화피복별로 수열온도의 데이터를 먼저 확보해 

추후 현장에서의 수열온도를 추정하는데 있어 참고용 자료

로서의 활용에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Figs. 5, 6은 내화성능 1시간 및 2시간용 도료, 뿜칠, 보드를 

적용한 실험체가 표준화재 및 탄화수소화재에 노출될 시의 

수열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노출 30분과 노출 60분의 

수열온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화재에 노출되는 시간

이 길어질수록 모든 실험체의 수열온도도 비례적으로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설물의 수열온도를 추정하는

데 있어 발생된 화재의 지속시간에 대한 검토가 분명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표준화재(Standard Fire)에 비해 탄화

수소화재(Hydro-Carbon Fire)에 노출된 실험체의 수열온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이 잠재적 

화재강도가 높은 위험 취급물질을 다루는 시설물에서의 

화재손상 진단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탄화수소화재는 5분 이내에 1,093 ℃ 

(2,000 F)에 도달하는 급속 화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화

재와 비교해 수열온도 상승 속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급속 화재의 우려가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물의 

경우 화재 시 급격한 구조내력 상실로 이어져 피해의 정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2 외관 관찰 및 수열온도 확인]에서 언급하였듯이, 

강구조 부재의 구조적 안정성 저하 시점을 감안하여, 350 ℃와 

(a) Exposure to standard fire for 30 and 60 minutes (b) Exposure to hydrocarbon fire for 30 and 60 minutes

Fig. 5. Average Temperature of Specimens under Standard and Hydro-Carbon Fire Conditions (1-hour Fire Resistance Product Applied)

(a) Exposure to standard fire for 60 and 120 minutes (b) Exposure to hydrocarbon fire for 60 and 120 minutes

Fig. 6. Average Temperature of Specimens under Standard and Hydro-Carbon Fire Conditions (2-hour Fire Resistance Produc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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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를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화피복 및 노출 화재 

조건별 내화성능을 비교하였다. Fig. 7은 내화피복 및 노출 

화재 조건별로 실험체의 내화성능(시간) 비교를 나타낸 것이

다. 우선, 노출 화재 조건만을 두고 비교했을 시 탄화수소화재

에 노출된 실험체들이 표준화재에 노출된 실험체들에 비해 

내화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도료가 적용된 

실험체의 경우, 내화성능 1시간을 기 확보한 제품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탄화수소화재에 노출될 경우 350 ℃에서는 

10분, 538 ℃는 18분에서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내화성능 

1시간에 미달되는 양상을 보였다. 내화성능 2시간을 기 확보

한 실험체에서도 350 ℃에서는 16분, 538 ℃는 26분에서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2시간의 내화성능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뤄볼 때, 도료가 탄화수

소화재 조건에서는 내화성능 유지에 다소 불리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발포성을 가진 도료의 경우 화재 시 발포성능과 

발포 이후 형상 유지의 불확실성이 내화성능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뿜칠과 보드가 적용된 실험체

의 경우, 도료와 달리 표준화재와 탄화수소화재에 대한 구분 

없이 내화성능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대표 화재조건에 노출

시킨 실험체를 대상으로, 화재손상 진단 절차 가운데 1차 

조사에 해당하는 외관 관찰과 수열온도 확인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본 연구 결과, 화재손상도 진단 시 내화피복 외관의 

변색이나 두께(발포 두께는 내화도료 실험체로 한정

함) 측면의 검토로는 화재상황과 구조부재의 재료적 

손상 정도를 추정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구조부재의 변형(좌굴, 기울어짐 등)이나 2차 조사 또

는 특별한 진단 기술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

으로 한 진단/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내화도료의 경우 화재 진압 이후 현장의 가혹한 상황에 

따라 발포가 탈락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장의 발포 두께를 토대로 손상도를 객관

적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2) 실험결과에 의하면, 건축물 기준 내화성능(시간)을 인

정 받은 내화피복이었다고 하더라도 탄화수소화재에 

노출될 경우 급속한 온도 상승에 이은 박리, 박락, 균열 

등으로 인해 피복재의 성능을 상실하여 내화성능 기준 

온도에 조기 도달함으로써 소요 내화성능(시간)을 만

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험한 내화도료 실험체 중 75%가 소요 내화성능(시

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화성능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본 연구는 각형강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타 

단면(크기, 형상 등)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건축물 기준으로 국내 내화구조 인정을 득한 

제품들이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물에도 유효한지에 대

해서는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내화도료의 경우 화재상황에서 균일하고 지속적인 발

포 형상 유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급격한 승온속도 및 Jet-Fire, Pool-Fire, Ball-Fire 화재

성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적용 시에는 

다양한 화재조건을 고려한 설계/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Fire protection applied for 1-hour fire 

resistance performance

(b) Fire protection applied for 2-hour fire 

resistance performance

Fig. 7. Comparison of Fire Resistance Performance for Each Condition of Fire Protection and Exposur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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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수성막포소화약제(AFFF)의 환경규제와 C4기반 친환경 

수성막포소화약제의 적응성 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Regulation of Aqueous Film Forming 

Foam and Use of C4-Based Eco-Friendly Aqueous Film 

Forming Foam

권영규*⋅사재천**⋅김재영***⋅민세홍****

Kwon, Youngkyu*, Sa, Jeachun**, Kim, Jaeyoung***, and Min, Sehong****

Abstract

The C8-based aqueous film forming foam (AFFF) was developed by 3M in 1960, initially for military purposes, and was then

used in all U.S. Navy vessels until the late 1960s.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used the AFFF for fuel fire suppression in

all military facilities in the 1970s. The AFFF was classified as a special fire extinguishing chemical used for an airplane hangar 

or an aircraft carrier. Despite its strong fire extinguishing capacity, the AFFF is not commonly used by civilians, mainly due to

the cost factor and environmental issues. In particular, the main organic chemical component of the AFFF is resistant to degradation;

it tends to persist in the ecological system and in the human body, consequently having grievous effects. The paper describes 

the causes and measures of the AFFF use regulations by the Stockholm Convention concerning persistent organic chemicals. The

manuscript also introduces the C4-based eco-friendly AFFF, a fire extinguishing chemical developed in China, as a part of the 

measure and addresses the meaning of “C4-Based.” Moreover, the study verifies that the representative regulation targets for perfluorooctane

sulfonates (PFOS) and perfluorooctanoic acid (PFOA) are not detected in the C4-based eco-friendly AFFF fire extinguishing chemical,

as revealed by a test on “the method for analyzing PFOS/PFOA” in the chemical product based on the National Standard Test

KS M 9722:2017. Accordingly, various fire extinguishers using the C4-based eco-friendly AFFF with strong and extensive fire

extinguishing capacity are proposed, and the other use methods.

Key words : C4-based Eco-friendly AFFF, Perfluoride Chain, PFOS/PFOA

요 지

1960년 3M에서 개발된 Aqueous Film Foaming Foam (AFFF)라고 얘기하는 C8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는 처음부터 군용으로 

개발되어 1960년 후반까지 미 해군의 모든 함정에 적용되었고, 1970년대에 미 국방부는 모든 군사시설에 연료화재 진압을

위해 AFFF를 사용했다. 이후로 비행기 격납고, 항공모함과 같은 곳에 사용하는 특수 소화약제로 분류되어왔다. 하지만 AFFF는

강력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화약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환경적으로 AFFF가 가지고 있는 잔류성 유기화합물은 생태계와 인체에 잔류하여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잔류성 유기화합물을 규제하는 스톡홀름 협약의 AFFF에 

대한 사용규제의 원인과 대책을 기술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개발된 C4기반 친환경 AFFF 소화약제를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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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 Aqueous Film Foaming Foam (AFFF) 소화약제를 

베이스로 한 소화기는 생산되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인 문제는 AFFF의 주요 성분인 계면활성제에 원인

이 있다. 모든 수계 소화약제는 구하기 쉽고 비열, 증발 

잠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물이라는 

액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인 표면장력이 높아 심부화재, 유류

화재 등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수계 소화약제의 

단점을 상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계면활성제이다. 계면

활성제가 물과 섞이면 물 분자를 둘러싸고 막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수성막형성포 줄임말로 수성

막포(AFFF)라 한다. 이렇게 물이 계면활성제에 둘러싸여 

생성된 거품으로 인한 냉각소화효과와 질식소화효과는 

AFFF가 유류화재에 우수한 강점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계면활성제의 특성인 낮은 표면장력은 물의 

표면장력을 약화시켜 다공질 적층 물질에 잘 스며들어 발화 

대상의 심부까지 침투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이러한 낮은 

표면장력은 목재화재, 섬유화재, 쓰레기장 화재 등에서 탁월

한 침투성을 발휘한다. AFFF의 낮은 표면장력은 다공질 

적층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리튬) 화재의 화재 진압

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서술한 바와 

같이 포소화약제 중 소화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장점이 많은 

AFFF가 일부 유류 저장고와 소화약제차량, 비행기 격납고, 

군함 등 한정된 쓰임새 외에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해 AFFF의 역사가 규제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AFFF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C4기반 AFFF 소화약제가 갖는 의미를 밝히며, 

사용규제의 주요 환경 파괴물질인 PFOS/PFOA 검출시험 

결과로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운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이용

한 소화기 및 소화 시스템을 제안하려 한다.

2. 국제환경규제

무분별한 개발사업 및 화학물질의 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관련하여 지구촌의 여러 국가는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몬트리

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통제는 ‘바젤 

협약’, 특정 유해 화학물질은 ‘로테르담 협약’, 잔류성 유기화

합물질에 관한 규제는 ‘스톡홀름 협약’과 같이 국제환경협약

을 통해 환경보호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2.1 과불화화합물(PFAS)

과불화(perfluoro)란 분자 내 사슬(Chain) 구조의 탄소 원자가 

모두 불소 원자로 치환(변한)된 것으로 사슬 내의 모든 C-H가 

C-F로 치환된 화합물을 말하고, 이처럼 완전 불화된 탄소 사슬

을 분자구조 내에 갖는 물질을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hemicals, PFCs)이라고 지칭하고 있다(Choe et al., 2016).

PFAS는 1947년 3M사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여, 1951년 

DuPont사에서 fluoropolymer의 제조에 사용한 이래로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산⋅사용되고 있다(Giesy and 

Kannan, 2002).

본 연구에서 살펴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

옥탄산(PFOA)은 Fig. 1과 같은 분자구조를 가진 과불화화합

물과 관련된 물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PFOS와 PFOA로 

대표되는 과불화화합물은 불소로 치환되면서 어떤 물질도 

따라올 수 없는 발수력과 열을 가해도 안정적이며, 기름도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너지가 낮다. 이러한 장점으로 아웃도

어의 발포 섬유, 프라이팬 코팅제, 종이컵 등 포장제의 발수 

코팅제로 사용되었고, 폼 소화약제의 계면활성제로도 사용

되었다.

‘C4기반’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본다. 또한, 국가표준 시험 KS M 9722:2017 ‘화학제품 중의 PFOS/PFOA 분석방법’ 시험을 

통해 C4기반 친환경 AFFF 소화약제에 대표적인 규제 대상인 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이 검출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소화력이 강력하고 많은 C4기반 친환경 수성막포소화약제를 적용한 각종 소화기와 기타 활용 방법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C4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 과불화탄소 사슬, PFOS/PFOA

Fig. 1. PFOS/PFOA Molecula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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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은 폐수, 지하수, 토양 퇴적물 등에서 다양하

게 검출되고 있으며, 고체에 흡착되거나 물속에 잔류하여 

부유 입자와 같은 형태로 거동 된다. 물질의 특성상 소수성을 

나타내는 과불화탄소 사슬의 길이(C4~C24)는 해당 화합물

의 항목별 용해도를 결정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과불화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물에 용해되지 않고 체내

에 또는 생태계에서 가수분해, 광분해, 생물분해에 내성을 

가지고 있다(Kudo and Kawashima, 2003). 특히 위험한 것은 

자연 상태에서 반감기가 41년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

다. 즉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오랜 기간 잔존 하면서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 농축과정을 거쳐 상위 단계 

포식자에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인류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과불화탄소 사슬의 길이가 짧은 경우 독성 및 

생체 축적 가능성이 낮아진다.

2.2 국제환경협약의 규제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소방용 폼 소화약제

와 관련된 잔류성유기화학물질에 관한 국제환경협약은 스

톡홀름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다.

2004년 5월 발효된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12종의 규제를 담은 협약이며 이후 2009년, 2011년, 

2015년, 2019년 계속해서 부속서 발행을 통해 잔류성 유기화

합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26종의 POPs를 사용 및 

생산 금지했다. 당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POPs 중 과불

화화학물질(PFAS)에 속하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

불화옥탄산(PFOA)이다. PFOS는 2009년, PFOA는 2019년

에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에서 관리대상물질로 분류되었다.

3. C4 기반 친환경 수성막포 소화약제

3.1 수성막포(AFFF) 소화약제의 장점

AFFF 소화약제는 물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수계 소화약제

이다. 물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담수와 

해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수성막포소화약제에서 물과 반응하는 역할을 하는 계면

활성제의 주요 성분으로 과불화화합물(PFAS)이 함유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소화약제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증발 잠열이 큰 수계 소화약제의 장점인 냉각 소화

② 강한 소수성으로 인해 물과 섞이지 않고 수막과 거품 

형성으로 질식소화효과

③ 표면장력이 낮아 화재의 심부에 침투하므로 다공물질 

화재 진압 능력이 우수함.

④ 유류의 표면 아래에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표면하주

입방식이 가능

⑤ 장기간 지속되는 수성막으로 인한 재 착화 방지 효과

⑥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구조로 장기보존이 가능

3.2 AFFF 소화약제의 단점

AFFF 소화약제는 여타 포소화약제보다 탁월한 소화성능

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과 함께 가장 커다란 

단점은 환경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 2.2에서 보듯이 AFFF 소화약제가 가지고 있는 

과불화화합물은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 

간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같은 위험성이 보고되

어있다. 특히 몸속에 쌓여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징(난분해성)을 가지고 있어 잔류성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하며 생태계나 체내에 잔류하여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이다(Choi et al., 2008).

3.3 AFFF 소화약제의 환경 & 법적 규제

물과 섞이지 않은 성질로 AFFF 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과불화화합물은 계면활성제 용도로 사용됐으

나 환경에 저해되는 유기화합물을 줄이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2009년 스톡홀름 협약 4차 총회에서 과불화옥탄술폰산

(PFOS)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부속서에 추가 등재되었

다. 이후 2012년 2월 소방청 고시를 통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11항’ 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

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로라이드를 포함 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 2. 9.>,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2항’ 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

(그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을 함

유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2.9.>의 내용으로 소방청고

시를 통해 PFOS를 사용 금지했다.

이 개정안으로 AFFF 소화약제의 주성분인 계면활성제에 

함유된 과불화화합물 PFOA/PFOS 모두 사용이 금지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 것이다. 생태계 보호와 인체에 독성 

물질이 잔류 될 소지가 있는 화학물질의 규제는 당연한 

것 이지만, AFFF 소화약제를 취급하는 업계에 큰 어려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3.4 과불화 탄소 사슬(Chain)

수성막포소화약제에 함유된 과불화 계면활성제는 C4~C24

까지 과불화탄소 사슬(Chain)을 가지고 있다. 이 과불화화합물은 

생물축적(bioaccumulation) 및 생물농축확대(biomagnification)

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사슬 고리가 길어질수록 

생물 축적성이 강하여 해양 생물이나 인간에서 주로 많이 

검출되며, 발암성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체에 

유입된 PFCs가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 4년 정도의 시간이 



12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22년 4월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2003년과 2004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99.7%의 혈액 내에서 평균 4 µg/L 정도의 농도로 

검출됐고, 알래스카의 북극곰에게서도 발견될 정도로 광범

위하게 동물과 인체 내에 축적돼 있다(Martin et al., 2003).

과불화탄소 사슬의 길이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은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주요 불소 화학 메이커 8개사와 함께 진행한 

PFOA 2010/2015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에서 긴 탄소 사슬(C8 

이상)을 짧은 사슬로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

해 과불화탄소 6개인 C6 농축 폼 약제를 개발하여 현재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인체에 잔류성 유기화합물이 농축될 우려가 적은 탄소 

사슬 6개로 이루어진 C6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가 C8을 

대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 사슬 4개의 

C4기반(C3부터는 기체) 수성막포소화약제의 PFOS/PFOA 

검출 실험을 통해 인체에 무해함을 연구할 것이다.

4. PFOA/PFOS 검출시험

C4 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의 PFOS, PFOA 검출시험은 

국가표준 시험 KS M 9722:2017 ‘화학제품 중의 PFOS/PFOA 

분석방법’ 시험으로 KOT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출시

험을 하였으며, 참고로 소화 약제 제조국인 중국 국가고정멸

화계통화내화구건질량감독검측중심의 시험 결과도 함께 

게재하였다.

이 국가표준 시험방법 KS M 9722:2017은 규정된 온도와 

시간 동안 메탄올을 이용하여 초음파 추출기로 시료를 제조

한 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으로 정성⋅

정량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장치 

및 기구는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MS), 

LC-MS 분석용 컬럼, 초음파 추출기, 시료 농축장치 등을 

사용하였다.

4.1 실험재료(소화약제)

본 실험에서 사용하게 될 수성소화약제는 화재 진압 후 

재 착화가 되지 않고, 전기화재 적응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B급 유류화재에 탁월한 화재진압능력(일반 분말소화

기 3배)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체에 무독성

과 친환경 C4 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라는 점이다.

시험 재료인 수성소화약제 ‘S-6-AB-M900’은 C4 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 ‘6% (AFFF, -8 ℃) M900’를 소화기 전용으

로 배합한 수성소화약제로서 ‘Mutian Fire (Zhejiang, China)’

에서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소화약제의 조성비는 

Table 1과 같다.

4.2 시약준비

4.2.1 표준물질

표준 시약은 헵타데카플루오로옥테인설폰산 포타슘

(PFOS, Heptadecafluorooctanesulfonic acid potassium)과 펜

타데카플루오로옥탄사(PFOA, Pentad ecafluorooctanoic acid) 

준비한다.

4.2.2 시약

그 밖에 준비하는 시약은 HPLC 등급 메탄올(MeOH)과 

아세트산 암모늄(Ammonium acetate) 그리고 아세트산 암모

늄 완충 용액을 10 mmol/L와 5 mmol/L을 바이얼에 넣어 

준비한다. 아세트산 암모늄 완충 용액과 KS M ISO 3696에서 

정한 1등급의 정제수도 함께 준비한다.

4.3 표준용액 조제

표준용액은 먼저 실험체 PFOS 개발표준저장용액(1,000 

mg/L), PFOA 개발표준저장용액(1,000 mg/L)와 중간표준혼

합용액 1 (10 mg/L), 2 (1,000 µg/L), 3 (50 µg/L)을 Table 2와 

같이 조제해 준비한다.

혼합스파이크표준 용액(100 µg/L), 검정 표준용액은 Table 

2의 PFOS/PFOA 분석용 검정 표준용액들을 조제 한다. 이들 

검정표준 용액은 0.5 µg/L, 1 µg/L, 2 µg/L를 포함한다.

4.4 시험방법

시료는 입자크기 200 µm 이하로 준비하여 다른 시료와 

Ingredient CAS Number Specific gravity

Water 7732-18-5 83.7%

Surfactant 68084-34-4 7%

Emulsifier 69072-97-5 7%

Vesicant 80-17-1 1%

Triethanolamine 102-71-6 0.5%

Xanthan gum 11138-66-2 0.8%

Table 1. Fire Extinguishing Agent Composition Ratio

Standard 

Solution No.

The Used Volume of the Intermediate 

Standard Mixed Solution
Final Volume mL

Final Concentration of 

PFOS/PFOA µg/L

1 0.1 10 0.5

2 0.2 10 1

3 0.4 10 2

Table 2. Preparation of the Black Standar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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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이지 않도록 하여 적당한 용기(40 mL)에 분리하여 보관한다. 

이때 시료별 고유번호 등 정보를 별도의 기록지에 기록한다. 

이후 Table 3과 같이 시료 1 g을 40 mL 바이얼에 옮긴 후 

메탄올 10 mL를 넣는다. 바이얼의 마개를 닫고 60 ℃ 온도의 

초음파 장치에 넣고 2시간 동안 초음파 용출 후 실온에서 

냉각한다.

시료 용액을 0.45 µm 주사기 필터로 거른 후 LC-MS 

분석을 위한 2 mL 바이얼에 옮겨 분석용 시료로 하여 Table 

4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나온 결과치로 기기 분석을 

한다.

4.5 기기 분석 및 계산

4.5.1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의 분석 조건

분리관의 크기는 C18, 150 mm × 2.1 mm × 5 µm이고, 

컬럼 오븐 온도를 40 ℃에 맞춰 준비된 표준용액 중 메탄올 

10 mmol/L의 아세트산 암모늄을 완충한다. 그리고 용매 

이동 속도 0.4 mL/min, 시료 주입량 10.0 µL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4.5.2 계산

PFOA/PFOS 농도(mg/kg) 계산법은 KS M 9722:2017에서 

규정된 계산법으로 PFOA/PFOS 농도 계산하였다.

Order Measurement Measurement Goal Remark

1 Black Standard Solution 1
Preparing the black curve for 

measuring the correct concentration

Black curve correlation coefficient

R ≥ 0.995 (R2 ≥ 0.990)
2 Black Standard Solution 2

3 Black Standard Solution 3

4 Black Standard Solution for a Check (2 or 3) Checking equipment recurrence Within the tolerance of ±25%

5 Blank Test
For checking contamination 

possibility

Measuring 6 or more and 20 or less 

samples each time, no more than the 

test method detection limit (≤ LOD)

6
Blank Spike

Sample Spike
For checking the collection rate

Performing it for 6 or more and 20 

or less samples each time, within the 

collection rate tolerance of ±30%

7~26 Samples 1 to 20 Measuring the sample concentration -

27 Repeat Sample

Checking repeatability by repetitively 

measuring one sample of measured 

samples to check repeatability

Performing it for 6 or more and 20 

or less samples each time, within the 

tolerance of ±30%

28 Black Standard Solution for a Check Checking equipment recurrence Within the tolerance of ±25%

Table 3. Measurement Order and Details

PFOA, mg/kg

(Solvent extraction, LC-MS-MS analysis)

Division Examination Result Standard

(A)

Perfluorooctanoic acid

(335-67-1)
Not detected

Not detected : 0.05 mg/kg Less than that

PFOS, mg/kg

(Solvent extraction, LC-MS-MS analysis)

Division Examination Result Standard

(A)

Perfluorooctane Sulfonate

(1763-23-1)
Not detected

Not detected : 0.05 mg/kg Less than that

Table 4. PFOS/PFOA Detection Test Result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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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중

PFOA/PFOS 농도(mg/kg) = 
×

××

여기에서,

C: LC-MS 분석으로부터 계산된 PFOA/PFOS의 농도(µg/L)

V: 최종 추출물의 부피(mL)

D.F.: 희석 배수

A: 시료의 무게(g)

4.6 PFOS/PFOA 검출시험 결과

Table 4와 같이 수성소화약제 ‘S-6-AB-M900’에 대한 ‘화

학제품 중의 PFOS/PFOA 분석방법’ 시험에서 PFOS/PFOA 

모두 검출 안됨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0.05 mg/kg 미만까

지 미 검출로 표시되는 것이다. 눈여겨 볼 점은 한국의 기준이 

0.05 mg/kg인 데 반해 중국은 Table 5에서 보듯이 0.1 µg/kg 

미만을 미검출로 판별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PFOS/PFOA

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5. C4기반 수성막포의 활용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AFFF 소화약제의 

주성분인 계면활성제에서 PFOS/PFOA가 검출되지 않은 

친환경 C4기반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그 강력한 소화력과 

AFFF가 지닌 많은 장점을 활용한 소방용구 또는 소화시스템

의 개발, 제조가 필요하다.

5.1 AFFF 소화기

소화기는 실내거주자 또는 건물관리자가 직접 소화 활동

을 초기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 진압 

활동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많은 훈련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는 화재 진압 성능이 뛰어나

야 하고 화재 진압 후 뒤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60년대 초반 염화칼슘을 기반으로 한 지금과 같은 형태의 

ABC 분말소화기를 70년간 사용하여왔다. 분말 소화약제는 

일반화재에 적응성 우수한 소화약제이지만, 유류화재, 전기

화재, 주방화재, 배터리 화재 등에는 적응성이 없다. 따라서 

최근 화재의 유형이 다양화와 복합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

로 상황과 가연물질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가 필요하다.

이미 검증된 소화력과 환경 문제를 해결한 C4기반 수성막

포소화약제를 분말소화기를 대체할 소화기 약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려 한다.

C4 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를 개발한 Mutian Fire (Zhejiang, 

China)에서는 이미 Fig. 2와 같은 C4기반 소화기를 제조 판매

하고 있다.

Mutian Fire의 1 kg 소화기의 경우 B급 화재의 능력단위를 

34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의 약 3배 강력한 

소화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유류화재 전용 소화기

를 개발하여 유화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활용 방법이 될 것이다.

5.2 공동구 소화시스템 AFFF 소화약제 적용

AFFF는 전기 적응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수계소화약제 

이므로 유통기한 긴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리에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밀폐된 지하 공동구에서 위험한 가스계 소화

약제의 사용을 배제하고 C4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5.3 AFFF 소공간 소화장치

EPS실, 통신장비, 일반 제어장비와 같은 감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장소이며, 가스계 소화약제의 사용이 어렵고, 전기시

설물 때문에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소공간에 

No. Inspection item Technology request Measurement results Judgment results

1 Surface tension ≤ 20 mN/m
Before the temperature 

treatment : 18.5
Acceptance

2
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
≤ 1 µg/kg Not detected Acceptance

3
PFOA

(Perfluorooctanoic acid)
≤ 1 µg/kg Not detected Acceptance

Table 5. PFOS/PFOA Detection Test Results (China)

         

Fig. 2. AFFF Fire Extingu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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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물에 C4기반 

AFFF가 사용된 소화시스템의 개발 또는 기존 소공간 소화장

치에 약제 교체 후 사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4 산불진압용 소화시스템

AFFF의 가장 커다란 장점인 재착화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산불진압용 소화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산불 진화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잔불의 재착화라

고 할 수 있다. AFFF는 형성된 수성막이 장시간 지속 되어 

화재 진압 후 재착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산불진압

에 커다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서구 소방관서는 오래전부터 Fig. 3과 같은 폼 소화약제를 

산불 진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5.5 기타 자동 소화장치

C4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는 수계소화약제, 재착화 방지, 

전기 적응성, 낮은 표면장력, 안정된 화학물질로 인한 긴 

유통기간 등 많은 장점과 독성 없는 소화약제라는 점은 

소화장치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전원주택용 자동소화장치, 버스⋅객실 소화장치, 

업소용 주방 소화설비, 전기실⋅통신실 전용 소화약제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낮은 표면장력은 다공질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에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미래산업의 중요 키워드인 친환경은 소방산업도 예외일 

순 없다. 2020년 12월 3일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PFOA의 사용과 생산을 금지하는 

규제가 발효되었다. 이것은 2019년 5월에 개정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가 발효된 것으로 소방용 폼 소화약제도 5년간의 

유예 후 사용이 완전 금지된다.

사회현상은 위기와 기회가 함께 찾아온다. 국제환경협약

에 의한 PFOA의 사용규제는 친환경 소화약제를 목표로 

개발된 C4기반 수성막포소화약제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다.

지금 AFFF 시장은 2015년부터 C8에서 C6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 C4기반 AFFF는 한 세대를 앞선 제품으

로, 유류저장소, 소화약제차량, 대규모 유화단지 등의 기존

의 사용처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로 그동안 사용이 어려웠던 

소화기 약제를 비롯해서 사람이 상주하는 생활공간, 특수공

간 등 모든 공간에 사용이 가능하다.

AFFF는 강력한 유류화재 진압능력과 장시간 유지되는 

수성막으로 인해 재착화가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전기 적응성

이 있어 전기시설물이 있는 곳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진 AFFF가 본 연구를 통해 환경문제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폭넓은 할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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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한 요양병원의 피난 안전성 증대방안

Measures to Enhance Evacuation Safety of Nursing Hospitals 

Through Evacuation Simulation

박국희*⋅이재영**⋅공하성***

Park, Kuk Hee*, Lee, Jai Young**, and Kong, Ha Sung***

Abstract

This study allow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vacuation time required for nursing hospitals using an evacuation simulation program

and proposes an optimized procedure to enhance safety. Considering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at nursing hospitals may 

be exempted from using ramps or elevators, this study analyzed the evacuation time of all occupants, including patients who cannot

evacuate by themselves. The following three cases were analyzed in order: elevators were exempt but ramps were installed, ramps

were exempt but elevators that can move a bed were installed, and both elevators and ramps were installed. Last, the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evacuation time for the above-mentioned cases when an additional evacuation space was installed. The results of the 

evacuation simulation showed that the required evacuation time was the shortest when a ramp, an elevator, and an evacuation 

space were all installed. Although there are provisions exempting ramps or elevators in nursing hospitals,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require the installation of both of them in nursing hospitals of two floors or higher. It is also an appropriate time to discuss

the retroactive enforcement of evacuation space—which replaces the vertical evacuation of those vulnerable during evacuation—currently

required for newly built or change-of-use nursing hospitals.

Key words : Pathfinder, Performance Based Design, Evacuation Safety, Nursing Hospitals

요 지

이 연구는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요양병원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여 피난 안전성 증대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법령상 시설기준에 따라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면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환자가 포함된 요양병원 재실자의 피난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승강기가 면제되고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와 경사로가

면제되고 침대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그리고 경사로와 승강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순차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 상황에서 대피공간이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 대한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

다. 피난시뮬레이션 결과는 경사로, 승강기 및 대피공간을 모두 설치하는 경우에 피난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결과를

보였다. 요양병원에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으나 2층 이상의 요양병원에는 모두 설치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요양병원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피난약자의 수직피난을 대체하는 대피공간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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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및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가 

입원하여 치료하는 병원을 말한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1c). 통계청은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12년 11.5%를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하

여 2021년에는 16.5%에 이르고(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 2067년까지 4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SIS, 2021). 과학 기술 및 

경제 생산성의 발전과 더불어 의학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

하면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그의 일환으

로 사회보험 방식 및 조세 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 제도를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요양병원의 수도 2010년 대비 2019년 181.9% 증가한 1,577개

소에 이르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0;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1b).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23,317건의 화재가 발생하

였다. 그중 의료시설의 경우는 1,678건으로 전체 화재발생 

건수 대비 0.4%에 불과하지만, 부상자 수는 19,068명 중에 

1.84%인 350명, 사망자 수 3,085명 중에서 71명으로 2.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National Fire Information System, 2021). 

화재발생 건수 대비 부상자 수는 4.6배, 사망자 수는 5.75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자력대피

가 힘든 노인 및 장애인이 입원하고 있으며, 거동 불가능으로 

자력대피가 불가능하여 침상을 이용해 피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이 입원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규모가 다른 대상물에 비해 커지고 있다. 

사망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0억 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대형화재(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1a)로 분류되는 최근 요양병원 주요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1월 1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노

인요양원에서 화재로 재산피해는 9백만 원으로 작지만 사망

자는 10명에 이르고 있다(Fire Department, 2011).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 21명, 부상 8명이 발생하였다(Fire 

Department, 2015). 2018년 1월 26일에는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자 39명, 부상자 151명이 발생하였고

(Fire Department, 2019), 2019년 9월 24일 경기 김포시 풍무

동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사망자 3명, 부상자 56명이 발생하

였다(Fire Department, 2020).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그에 대한 

시설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시설기준을 규정

하고 있다. 시설기준에서 2층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계단과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층간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는 피난용 승강기(이하 “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법에서 경사로와 승강

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2층 이상의 

입원실에 입원한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승강기 

또는 경사로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이용하여 피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승강기만을 이용해 피난하는 경우는 승강기

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동안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고, 전력공급의 차단으로 승강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승강기 이용 중 화재 

층에서 승강기 문의 개방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으며, 

경사로만을 이용해 피난하는 경우는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환자의 특성상 조력자의 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목적

Jeon et al. (2018)은 FDS 및 Pathfinder를 이용한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피난시간 산정을 통해 소방시설의 작동 점검 

등의 안전관리 및 적정한 보조인원수를 제시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배치 방식등을 제시하였다. Lee (2019)는 

노인요양병원의 피난계획 개선 방안을 위해 피난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피난시간 단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Jung and Kwon (2020)은 요양병원 화재 상황에서 

보조기구 이용자와 조력자의 규모와 공간적 배치에 따른 

정체 구간, 피난시간 및 과밀화 공간 도출을 통해서 피난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요양병원과 같은 피난약자 시설에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

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015년 9월 22일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1b). 하지만 이러한 대피공간은 

법률 개정 이후 부칙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요양병원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 따른 요양병

원의 피난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법률불소급원칙이 한국에서는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대국

민 안전 담보를 위해 소방 관련 법률은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하고 

있다(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05).

2011년 10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유지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4] 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소급하

여 설치하도록 하였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1). 2012년 1월 31일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 노인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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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포함된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2), 2015년 6월 30일 ｢같은 법｣ 

개정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

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5). 2019년 8월 6일 ｢같은 법｣ 

개정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

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현재 경과

조치가 진행 중이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9).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에 대해 성능위주설계 

기준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피난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에 적용해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기존 법령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피난 수단을 

면제한 결과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 재실자 

및 피난약자의 안전한 피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연구모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으며, 설정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에서 승강기가 없이 경사로만을 이용한 

피난안전성은 양호한가?

둘째, 경사로 없이 승강기만을 이용한 피난안전성은 어떠

한가?

셋째, 승강기와 경사로를 모두 이용해 피난하는 경우 피난

안전성은 어떠한가?

넷째, 대피공간을 기존 요양병원에 소급 적용할 경우의 

피난안전성은 어떠한가?

2.2 피난시뮬레이션

이 연구는 Thunderhead Engineering 사의 Pathfinder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요양병원 재실자의 피난소요시간에 대해

서 분석했다. Pathfinder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피난 시뮬레이

션뿐만 아니라 재실자의 움직임과 군집밀도를 분석해 보행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재실자의 군집밀도, 출입구의 

위치, 출입구의 크기에 따라 피난 속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재실자의 군집밀도가 높아졌을 때 시뮬레이션 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재실자들이 서로 겹치면서 충돌되는 것을 

반영하며, 해당 지역 재실자의 군집밀도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피난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인 병목현상을 반영한

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가는 사람, 대피 경험이 

없는 어린이,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 자력대피가 불가능

한 침대 사용자 및 휠체어 사용자까지 피난 속도를 다르게 

입력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피난시간의 예측이 

가능하다. 출입구의 출입 인원 제한 및 동작 옵션을 설정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은 Steering 시뮬레이션 방식을 적용하였다. 

Steering 시뮬레이션 방식은 재실자들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

용하면서 이동하고, 출입문의 출입 인원의 제한 없이 시뮬레

이션을 구동하기 때문이다.

2.3 건축물의 구조

Fig. 2에서 OOO요양병원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으로 2007년 개원하여 2013년 증축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지하 1층과 지상 10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은 기계실, 1층은 건강검진센터, 일반

인 진료실 등으로 사용하며, 2층은 재활병동 및 입원실로 

사용하고 있다. 3층은 자력대피가 어려운 중증 환자가 있는 

집중치료실과 일반 입원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실이 있으

며, 4층부터 8층까지는 입원실 전용 요양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9층과 10층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무실, 회의실 및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다. 층간 높이는 1층과 2층 사이가 

3.9 m, 나머지 층의 층높이는 3.6 m이다. 계단은 2개소가 

있으며, 층간 중간 부분에 계단참이 있다. 1개 계단의 폭이 

2 m, 계단의 길이는 3.9 m, 다른 하나의 계단 폭은 1.2 m, 

계단 길이는 2.9 m이다. 승강기는 총 4대가 설치되어 있다. 

3대는 1회 운행 시 2개의 침대 운반이 가능하며, 문 폭은 

1.1~1.3 m까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침대의 운반이 불가능한 

승객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축물의 총면적은 13,564.01 

m2이고, 건축면적은 2,004.89 m2이다. 피난층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4곳이며, 출입구의 크기는 건물 정면 출입구는 

2.4 m, 좌측 출입구는 0.9 m, 우측 출입구는 1.2 m이며, 후면 

출입구는 1.2 m이다.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전용 계단과 

침대 운반이 가능한 승강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9층과 10층

은 직원 전용 승강기와 별도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2.4 수용인원의 산정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인원 배치는 ｢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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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성능위주설계 방법”이라 한다) 별표 1. 화재 및 피난시

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는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였고(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21a), 입원환자는 허가받은 인원수를 

적용하였으며, 직원의 경우 병원에서 제시한 실제 근무 인원

수를 배치하였다. 1~2층 중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강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은 수용인원 산정기준인 22.3 m2/인을 

기준으로 1층은 57명을 배치하였고, 2층 입원실을 제외한 

물리치료실은 실제 면적인 702 m2를 기준으로 31명을 배치

하였다. 2층 입원실은 허가받은 인원인 46명을 배치하였고, 

3층 이상의 입원실은 병원에서 허가받은 인원수로 배치하였

으며, 배치현황은 Table 1 및 Fig. 3과 같다.

(a) 1st floor plan (b) 2nd floor plan

(c) 3rd floor plan (d) 4th to 6th floor plan

(e) 7th floor plan (f) 8th floor plan

(g) 9th floor plan (h) 10th floor plan

Fig. 2. ○○○ Nursing Hospitals Floor Plan

Floor Purpose of use
Floor area 

(m2)

Calculation criteria of 

number of occupants

Staff User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B1 Machine room 2,004.89 Actual number of workers 2 0 0 0

1F Health check-up room, etc. 1,278.61 22.3 m2/Person 30 0 57 0

2F Physical therapy room, etc. 1,351.66 22.3 m2/Person 8 2 77 46

3F Intensive care unit, etc. 1,374.56

Number of permitted 

hospital beds and actual 

number of workers

12 8 90 90

4F Nursing hospitals 1,355.00 10 8 102 102

5F Nursing hospitals 1,355.66 10 8 94 94

6F Nursing hospitals 1,360.66 10 8 104 104

7F Nursing hospitals 1,361.86 10 8 90 90

8F Nursing hospitals 1,280.51 6 2 46 46

9F Office, Staff cafeteria 622.86
Number of actual workers

6 2 0 0

10F Meeting room 217.74 0 0 0 0

Total 104 46 660 572

Table 1. ○○○ Nursing Hospitals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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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배치현황은 지하 1층에 시설관리원 30대 

남자 2명이 근무하며, 1층에 직원 30명이 근무 중으로 50대 

의사 남자 6명, 여자 2명, 간호사 40대 여성 3명, 간호조무사 

40대 여성 2명, 행정직원 20대 여자 5명, 30대 남자 2명, 

40대 남자 2명, 물리치료사 30대 남자 6명, 여자 2명이 근무하

고 있으며, 2층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 30대 남자 2명, 

20대 여자 2명이 근무 중으로 해당 인원을 배치하였고, 2층 

이상의 입원실은 병원에서 제시한 직원의 수를 각각 배치하

였으며, 배치현황은 Table 2와 같다.

이용객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1층 전체와 2층 입원실을 

제외한 건강검진실, 외래진료실 등에서 계산된 수용인원 

1층 57명, 2층 31명에 대하여 전라북도 2020년 인구통계에서 

차지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 인구를 합하여, 각각 연령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20대 21.84% (남자 54.00%, 

여자 46.00%), 30대 19.52% (남자 51.56%, 여자 48.43%), 

40대 27.71% (남자 51.56%, 여자 48.43%), 50대 30.93% 

(남자 51.71%, 여자 48.29%)의 비율로 배치하였다(Statistics 

Korea, 2021). 3층 집중치료실은 18병상으로 허가받아 중환

자실로 운영되며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을 반영하

여, 침대에 누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피난이 가능한 

18명을 배치하였으며, 2층 입원실과 3층 이상의 입원환자는 

2020년 전라북도 인구통계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중 남자 

42.07%, 여자 57.93%를 허가받은 인원을 적용하여 배치하였

으며, 배치현황은 Table 3과 같다.

2.5 재실자의 입력값

요양병원 화재 시 Pathfinder 피난시뮬레이션을 위한 재실

자의 입력변수는 신체 특성을 고려해 직원과 이용객은 연령

Fig. 3. ○○○ Nursing Hospitals Staffing Status

Floor Purpose of use
20’s 30’s 40’s 50’s

Total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B1 Machine room - - 2 - - - - - 2

1F Health check-up room, etc. - 5 8 2 2 5 6 2 30

2F Physical therapy room - 2 2 2 - 2 - - 8

3F Intensive care unit, etc. - - - 6 - 6 - - 12

4F Nursing hospitals - - - 5 - 5 - - 10

5F Nursing hospitals - - - 5 - 5 - - 10

6F Nursing hospitals - - - 5 - 5 - - 10

7F Nursing hospitals - - - 5 - 5 - - 10

8F Nursing hospitals - - - 3 - 3 - - 6

9F Office, Staff cafeteria - - - - 1 3 - 2 6

Total - 0 7 12 33 3 39 6 4 104

Table 2. ○○○ Nursing Hospitals Staff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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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였고, 입원환자는 

60세 이상만 입원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입력하

였다.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한 피난약자의 경우 침대의 규격

을 일원화하여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피난하지 못하는 것으

로 입력하였다. 보행속도는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입력하였

고, 계단에서의 이동속도는 0.6 m/s로 입력하였다(Bus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2020). 피난약자의 이동속도

는 소방청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 및 안전관리 가이드

에서 제시한 0.5 m/s를 적용하여 입력하였다(Fire Department, 

2021).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입력값은 Table 4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2.6 시나리오의 구성 및 피난소요시간 분석

시뮬레이션 설정은 요양병원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

의 기준을 가정하여 허가받은 최대 입원환자 수와 최대 

이용객 수의 합인 660명이 재실하고, 최대 직원 수인 104명이 

근무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총 7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요양병원은 침대의 이동이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면제된 상태이다.

시나리오의 구성은 피난약자의 피난수단을 비교하여 피

난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피난약자가 경사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재실자들은 계단과 경사로를 이용한 피난소요시간

을 분석한 후, 피난약자가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소요시간을 

분석하였으며, 피난약자가 승강기와 경사로를 함께 사용하

여 피난하는 시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건에서 

대피공간을 추가한 상황에서의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

하였다.

Table 5에서 시나리오 1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경사로

와 승강기 중, 한 가지 면제가 가능하여 승강기가 면제된 

상황을 가정하여 피난약자가 경사로만을 이용하여 피난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시나리오 2는 피난약자가 경사로 

없이 승강기만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3은 경사로와 승강기가 모두 설치되어 피난약자가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선택하여 이용하여 피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4~6은 시나리오 1~3의 조건에서 대피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여 입원환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Table 6은 층별 입원환자에 대한 대피공간 면적 산출내역 

및 피난가능인원 현황을 표로 나타내었다. 201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계단이나 피난

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

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신규로 허가

를 받는 요양병원만 설치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피공간을 

소급적용하여 설치할 경우의 피난소요시간을 비교하도록 

Floor Purpose of use
20’s 30’s 40’s 50’s Over 60 Number of people 

unable to evacuate 

on their own

Total
M F M F M F M F M F

1F Health check-up room, etc. 6 6 6 5 8 8 9 9 - - - 57

2F Physical therapy room 4 3 3 3 4 4 5 5 19 27 - 77

3F Intensive care unit, etc. - - - - - - - - 31 41 18 90

4F Nursing hospitals - - - - - - - - 43 59 - 102

5F Nursing hospitals - - - - - - - - 40 54 - 94

6F Nursing hospitals - - - - - - - - 44 60 - 104

7F Nursing hospitals - - - - - - - - 38 52 - 90

8F Nursing hospitals - - - - - - - - 19 27 - 46

Total - 10 9 9 8 12 12 14 14 234 320 18 660

Table 3. ○○○ Nursing Hospitals User Arrangement

Division

20 to 29 

years old

30 to 39 

years old

40 to 49 

years old

50 to 59 

years old
Over 60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evacuationM F M F M F M F M F

Height (cm) 173.85 160.95 172.75 160.25 170.2 156.65 168.35 154.35 165.9 152.8 215 × 100

(Bed size)Shoulder width (cm) 39.95 35.7 40.15 35.65 39.65 35.95 38.55 35.75 37.65 35.45

Gait speed (m/s) 1.2 1.1 1.2 1.1 1.2 1.1 1.2 1.1 0.7 0.97 0.5

Table 4. Input to Simulation (Size Korea, 2021)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한 요양병원의 피난 안전성 증대방안  139

설정하였고 허가된 병상의 수를 고려하였다(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21b). 대피공간의 면적 기준은 입원환

자의 50%를 기준으로 인당 0.28 m2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 

대피공간에는 입원환자의 50%만 피난하고 나머지 입원환

자는 계단과 경사로를 통하여 피난하도록 설정하였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이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연구의 목적상 자력으로 피난 불가능자들이 승강기를 이용

하여 피난하는 경우와 경사로를 이용해 피난하는 경우의 

피난소요시간 비교연구를 위해,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한 

사람에 한정해 화재 시에도 조력자의 도움으로 승강기를 

이용해 피난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 요양병원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3,000 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발생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이 적용된다(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21c).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최초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는 시간, 수신부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시간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가 

경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하 1층 및 1층에서 3층은 

피난 개시 시간은 최초 화재발생 후 60초 이후로 설정을 

하였고, 나머지 층은 추가로 60초 이후에 피난하도록 시나리

오를 설정하였다.

요양병원 피난수단에 따른 재실자의 피난시뮬레이션 결

과 분석은 개별 재실자의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각자의 위치에서 지상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마지막으

로 피난하는 재실자의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21d).

3. 결과 및 분석

3.1 실험결과

Figs. 4~9의 각 (a) 그림은 실제 피난시뮬레이션 진행 

과정 중 피난소요시간 비교⋅분석을 위하여 피난소요시간

이 가장 적게 소요된 시나리오 6의 피난소요시간인 477초에

서의 피난 불가능 인원을 비교⋅분석하였다. Figs. 4~9의 

각 (b) 그림은 3층 좌측 계단 앞에서의 병목현상을 분석하였

다. 3층 좌측 계단 앞부분은 집중치료실의 자력대피가 불가

능한 침대피난 인원과 계단과 경사로를 이용하는 재실자들

이 몰리면서 재실자의 군집밀도가 높아지고, 이동속도가 

낮아지는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분석 지점으로 선정하였으

며, 병목현상 지속시간, 재실자의 군집밀도 및 이동속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Tables 7~12는 피난소요시간 분석을 위하여 시나리오 

6의 피난소요시간인 477초에서의 피난인원, 피난 불가능인

원 및 피난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Table 13과 Fig. 10은 

Scenario Condition

1 Evacuate using only stairs and ramps

2 Evacuate using stairs and elevators that move beds

3 Evacuate using all stairs, ramps, and elevators that move beds

4 Evacuate the building or to the evacuation spaces on each floor using stairs and elevators that move beds

5 Evacuate the building or to the evacuation spaces on each floor using only stairs and ramps

6 Evacuate the building or to the evacuation spaces on each floor using all stairs, ramps, and elevators that move beds

Table 5. Scenario

Floor
Number of inpatients (Person) Calculations of evacuation space (m2)

[(Number of occupants on the 

floor × 0.5) × 0.28 m2]

Number of people who can 

evacuate to the evacuation space

(50% of the inpatients)Male Female Total

2F 19 27 46 6.4 23

3F 31 41 72 10.08 36

4F 43 59 102 14.28 51

5F 40 54 94 13.16 47

6F 44 60 104 14.56 52

7F 38 52 90 12.6 45

8F 19 27 46 6.4 23

Total 234 320 554 - 277

Table 6. Calculation of Evacuation Space for Inpatients by Floor and Number of People Who Can Evacuate (Busan Metropolitan

City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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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피난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 후 피난을 시작하여 피난층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마지막 재실자가 통과하는 시간까지의 

시간을 피난소요시간이라 명명하였다.

3.2 실험분석

Fig. 4와 Table 7에서 시나리오 1은 승강기가 면제되고 

경사로가 설치된 상황에서 자력대피 불가능자들이 경사로

만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화재 초기 60초

부터 120초까지는 자력대피 불가능자들이 경사로를 이용하

여 원활하게 피난을 하였으나, 120초 이후 각 층의 재실자들

이 경사로에 몰리면서 3층 좌측 계단 앞부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병목현상 지속시간은 모든 시나리오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약 480초간 지속되었으며, 재실자의 

군집밀도는 최고 0.83 명/m2를 기록했고, 이동속도는 최저 

0.03 m/s의 속도를 보였다. 자력대피 불가능자들이 초기에는 

원활히 피난하였으나, 일반 재실자들이 3층 좌측 경사로에 

몰리면서 일반 재실자들의 피난이 완료된 이후에 피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난소요시간은 852.5초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Fig. 5와 Table 8에서 시나리오 2는 자력대피 불가능자들

이 승강기만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과정을 분석한 것으로 

초기 60초 이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재실자들이 

2개의 계단과 비상구를 이용해 빠르게 피난을 하였으나, 

120초 이후 나머지 층의 재실자들이 3층 자력대피 불가능자

들과 함께 피난하는 과정에서 3층 좌측 계단 앞부분과 승강기 

입구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병목현상은 약 120초간 

지속되었으며, 재실자의 군집밀도는 최고 0.65 명/m2를 기록

했고, 재실자 이동속도는 최저 0.02 m/s의 속도를 보였다. 

피난소요시간은 앞선 시나리오 1보다 119.2초가 감소하여 

733.3초가 소요되었다.

Fig. 6과 Table 9에서 시나리오 3은 승강기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자력대피 불가능자들이 승강기 또는 경사로를 

선택하여 이용하여 피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초기 120

(a)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b) Movement analysis in front of the left stairs on 3rd floor

Fig. 4. Scenario 1.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and Bottleneck Analysis

Required time to evacuate 852.5 sec

Difference between scenario 6 

and evacuation time
375.2 sec

Number of persons unable to 

evacuate at 477 sec (persons)
334 persons

Table 7. Scenario 1

(a)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b) Movement analysis in front of the left stairs on 3rd floor

Fig. 5. Scenario 2.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and Bottleneck Analysis

Required time to evacuate 733.3 sec

Difference between scenario 6 

and evacuation time
256.3 sec

Number of persons unable to 

evacuate at 477 sec (persons)
297 persons

Table 8. Scen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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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까지는 자력대피 불가능자들이 경사로와 승강기를 이용

하여 원활하게 피난하였으나, 120초 이후 각 층의 재실자들

이 경사로에 몰리게 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자력

대피 불가능자들이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선택하여 이용해 

피난하여 앞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비하여 병목현상이 발생 

시간이 단축되었다. 병목현상은 약 150초간 지속되었으며, 

재실자의 군집밀도는 최고 1.02 명/m2를 기록했고, 이동속도

는 최저 0.04 m/s의 속도를 보였다. 피난소요시간은 694.5초

가 소요되었으며, 경사로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158초, 

승강기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38.8초가 단축되었다.

Fig. 7과 Table 10에서 시나리오 4는 자력대피 불가능자들

이 승강기만을 이용하여 피난하고 입원실이 있는 2층부터 

8층까지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입원환자의 절반인 277명이 

대피공간으로 피난하고 나머지 재실자들은 계단을 이용하

여 피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3층 좌측 계단 앞부분에 

자력대피 불가능자와 나머지 재실자들이 몰리면서 병목현

상이 발생하였으나, 대피공간으로 피난하는 인원수에 비례

하여 병목현상 발생구간에 몰리는 인원이 감소하여 잠시 

발생 후 해소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약 150초간 지속되었으

며, 재실자의 군집밀도는 최고 0.75 명/m2를 기록했고, 이동

속도는 최저 0.01 m/s의 속도를 보였다. 피난소요시간 633.8

초가 소요되었으며, 대피공간 없이 승강기만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99.5초 단축되었다.

Fig. 8과 Table 11에서 시나리오 5는 자력대피 불가능자들

이 경사로만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설정에 입원실이 있는 

층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피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대피공간으로 

피난하는 인원으로 인해 3층 경사로 앞부분에서 병목현상 

지속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속시간은 약 200초

간 지속되었고, 재실자의 군집밀도는 최고 0.75 명/m2를 

기록했으며, 이동속도는 최저 0.2 m/s의 속도를 보였다. 피난

소요시간은 595.3초가 소요되였으며, 대피공간 없이 경사로

(a)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b) Movement analysis in front of the left stairs on 3rd floor

Fig. 6. Scenario 3.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and Bottleneck Analysis

Required time to evacuate 694.5 sec

Difference between scenario 6 

and evacuation time
217.5 sec

Number of persons unable to 

evacuate at 477 sec (persons)
267 persons

Table 9. Scenario 3

(a)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b) Movement analysis in front of the left stairs on 3rd floor

Fig. 7. Scenario 4.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and Bottleneck Analysis

Required time to evacuate 633.8 sec

Difference between scenario 6 

and evacuation time
156.8 sec

Number of persons unable to 

evacuate at 477 sec (persons)
35 persons

Table 10. Scenari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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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이용해 피난하는 경우에 비해 257.2초가 단축되었다.

Fig. 9와 Table 12에서 시나리오 6은 자력대피 불가능자들

이 승강기 또는 경사로를 선택하여 피난하는 설정에서 입원

실이 있는 층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피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력대피 불가능자들이 경사로와 승강기를 분

산하여 피난하였으며, 대피공간이 없는 상황과 비교해 대피

공간으로 피난하는 인원수로 인해 3층 좌측 경사로 앞부분에

서 병목현상 지속시간이 짧아지고 병목현상이 발생하더라

도 재실자들의 보행속도가 앞선 시나리오보다는 줄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병목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과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속시간은 약 100초간 지속되었고, 재

실자의 군집밀도는 최고 0.55 명/m2를 기록했으며, 이동속도

는 최저 0.15 m/s의 속도를 보였다. 피난소요시간은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적은 477초가 소요되었다.

Table 13과 Fig. 10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시나리오 

1~3과 설치한 시나리오 4~6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로, 

대피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피난소요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경사로

와 승강기를 이용한 시나리오 1에 비하여 경사로와 승강기, 

대피공간을 모두 설치한 시나리오 6의 결과가 최대 375.5초 

피난소요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피난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분석한 개선 방

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

칙｣ [별표 3]의 개정을 통해 2층 이상의 요양병원에는 경사로

와 승강기를 모두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 시설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신축 또는 용도변경 시만 적용하도록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하고 일정 기간 경과조치 조항을 두고 

소급 적용하여 요양병원 피난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안전성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거동이 불가능하여 수직이동

이 불가능한 피난약자의 입원실 층수의 제한해, 저층에서 

수평피난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a)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b) Movement analysis in front of the left stairs on 3rd floor

Fig. 8. Scenario 5.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and Bottleneck Analysis

Required time to evacuate 595.3 sec

Difference between scenario 6 

and evacuation time
118.3 sec

Number of persons unable to 

evacuate at 477 sec (persons)
34 persons

Table 11. Scenario 5

(a)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b) Movement analysis in front of the left stairs on 3rd floor

Fig. 9. Scenario 6. The Occupant Evacuation Situation at 477

Seconds and Bottleneck Analysis

Required time to evacuate 477 sec

Number of persons unable to 

evacuate at 477 sec (persons)
0 persons

Table 12. Scenario 6 Evacuation Status by Ti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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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연구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나리오 작성 기준을 적용한 피난시뮬레이션

을 이용하여 요양병원 재실자의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

석한 것이다. 특히 현재 관련 법령에서 규제 완화로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면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요양병원과 같은 

피난약자시설에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해 피난수단을 추가하는 경우의 피난소요

시간을 비교⋅분석하였고, 각각의 실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경사로를 설치하고 승강기가 면제된 상태에서 피난하

는 경우의 피난소요시간은 852.5초가 소요되었다.

(2)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가 면제된 상태에서 피난하

는 경우의 피난소요시간은 733.3초가 소요되었다.

(3) 승강기와 경사로가 설치된 상태에서 피난하는 경우의 

피난소요시간은 694.5초가 소요되었다.

(4) 승강기가 설치되고 경사로가 면제된 상태에서 대피공

간을 추가로 설치하여 피난하는 경우의 피난소요시간

은 633.8초가 소요되었다.

(5) 경사로가 설치되고 승강기가 면제된 상태에서 대피공

간을 추가로 설치하여 피난하는 경우의 피난소요시간

은 595.3초가 소요되었다.

(6) 승강기, 경사로 및 대피공간이 모두 설치된 상태에서 

피난하는 경우의 피난소요시간은 477초가 소요되었다.

승강기, 경사로 및 대피공간이 모두 설치된 시나리오가 

피난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최대 375.5초의 피난소요시간

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피공간이 없더라도 승강

기와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 피난하는 시나리오가 승강기

와 경사로 중 하나의 시설만으로 피난하는 시나리오와 비교

하여 최대 158초의 피난소요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층에 있는 피난기구의 사용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화재 시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승강기를 피난약자

Scenario 1 2 3 4 5 6

Means of evacuation

Ramp ○ × ○ × ○ ○

Elevator × ○ ○ ○ × ○

Evacuation space × × × ○ ○ ○

Required time to evacuate (sec) 852.5 733.3 694.5 633.8 595.3 477

Number of persons unable to evacuate at 477 sec (persons) 334 297 267 35 34 0

Table 13. Classifying the Evacuation Method and Evacuation Status

Fig. 10. Evacuation Time by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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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난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소방

청 및 하부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60세 이후 노인이 

일정한 속도로 자력대피가 가능하다는 가정에 실험하여 

현실적인 실험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실험의 각 시나리오에서 조건별 최대 375.5초의 피난소요시

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경사로, 승강기 및 대피공간

을 모두 설치해 피난에 이용하는 시나리오가 피난소요시간

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결과가 도출되어 요양병원 관련 

법령 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요양병원 화재시뮬레이션 분석을 이용해 Available 

Safety Escape Time (ASET)을 산정하여 Required Safety 

Escape Time (RSET)과 비교하는 피난안전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대피공간 설치 시 열과 연기가 충분히 차단되

는 건축물 마감재료를 연구하여 요양병원 화재 시 재실자의 

피난안전성을 확보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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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파괴검사(NDT)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산업에서 구조

물 또는 부품의 내구성과 서비스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된다. 그중에서도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은 강자성체 

물질에 대한 미세구조 및 응력 상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자기 NDT 기법이다(Yelbay et al., 2010).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Magnetic Barkhausen Noise, MBN)은 강자

성체의 자화과정에서 물질 내부에 있는 자구(磁區, Magnetic 

Domain)의 돌이킬 수 없고 불연속적인 변화에 의해 생성된 

펄스 신호(Pulse Signal)로, 주로 180도 자벽(磁壁, Magnetic 

Domain Wall)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다(McCloy et al., 2013).

이러한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은 강자성 물질의 잔류응

력과 미세구조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피로

평가(Soultan et al., 2006; Dobmann et al., 2014), 잔류응력평

가(Wang et al., 2013; Ding et al., 2015), 그리고 경도평가

(Moorthy et al., 2003)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자기 바크하우

젠 잡음을 적용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철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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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275 강재의 응력 평가를 위한 바크하우젠 잡음 특성

Stress Evaluation of SS275 Steel Using Magnetic Barkhausen 

Noise Characteristics

김종민*⋅이진옥**⋅임남형***

Kim, Jong-Min*, Lee, Chin-Ok**, and Lim, Nam-Hyoung***

Abstract

Magnetic Barkhausen noise (MBN) can be used to potentially detect fatigue, creep, stress, and hardness in ferromagnetic materials.

Recently, non-destructive measurement equipment using MBN has been developed to measure the residual stress of railway rails 

in Korea. MBN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type of ferromagnetic steel and residual stress. In this study, MBN

sig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tress change of SS275 steel are experimentally analyzed using the developed MBN equi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residual stress of SS275 steel in the future.

Key words : Barkhausen Noise, Residual Stress, SS275 Steel, Non-Destructive Measurement

요 지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MBN)은 강자성 재료의 피로, 크리프, 응력 및 경도를 감지하는 데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 철도 레일의 잔류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을 이용한 비파괴 장비(센서와 데이터수집장치,

데이터분석프로그램)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MBN은 강자성체인 강재의 종류와 잔류응력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MBN 장비를 사용하여 SS275강재의 응력 변화에 따른 MBN 신호의 특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SS275 강재의 잔류응력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바크하우젠잡음, 잔류응력, SS275 강재, 비파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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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구조물 포함)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궤도 시설물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NDT 기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궤도 

구조물의 성능은 주행하는 열차의 안전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레일의 성능을 얼마나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철도 궤도의 레일은 주행하는 열차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작용응력과 궤도틀림 그리고 선로 유지관리 작업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발생응력과 궤도틀림 보수 등에 의해 다량의 

잔류응력이 내부에 응축된다. 이러한 잔류응력이 관리치를 

상회하면 혹서기의 궤도좌굴, 혹한기의 레일파단 등의 사고

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설정이라는 작업을 통해 레일 

내부에 응축된 잔류응력을 해방(제거)시키게 된다. 그러므

로 레일의 잔류응력을 적정 시기마다 측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레일 내부에 응축된 잔류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파

괴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

을 적용한 비파괴 검사 장비(MRS-100)가 개발되었다(MLIT, 

2020).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MRS-100 MBN 장비를 사용하여 

SS275 강재 시편에 축방향 응력을 가하면서 전자기 바크하

우젠 신호(Magnetic Barkhausen Noise)의 특성 변화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 기법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SS275강재로 제작된 구조물/시설물 부

재의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을 추정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다.

2. MBN 측정 장비

MBN 측정 센서는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 효과를 활용하

는 비파괴 측정 기기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이 센서의 특성은 

측정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재현성(반복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최적화된 설계는 MBN 측정장비 개발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MBN 측정 센서(Sensor)는 Fig. 1과 같이 

두개의 코일과 U자 형태의 요오크(Yoke)로 구성된다. 요오

크는 자화코일(Magnetizer coil)을 통과하며 자화코일은 측

정하고자 하는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한다. MBN 수신코일

(MBN Receiver Coil)은 자화코일과 수직을 이루면서 U자형 

요오크의 두 극 사이에 배치되고 코일의 한쪽 면은 MBN 

측정면과 밀착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MBN 수신코일의 측정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코일 내부에 자기 코어(Magnetic 

Core)를 추가한다.

자화 신호가 자화코일을 지나며 바크하우젠 잡음을 측정

하고자 하는 부위를 자화시켜 자기이력곡선을 형성하고 

자화된 측정 부위에서 유도된 유도기전력에 의해 MBN 수신

코일에서 바크하우젠 잡음이 검출된다. 자화 신호의 주파수

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코일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며 

코일의 크기, 권선을 감은 횟수, 입력신호의 크기 등에 따라 

MBN 수신코일에서 검출되는 바크하우젠 잡음 데이터가 

변화하므로 실험을 통해 여러 조건을 변경시켜가며 적절한 

코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 개발된(MRS-100) MBN 측정 센서는 Fig. 2와 같으며 

주요 제원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

- Sensor Size : 57 × 15 × 33 mm

- Yoke : 6.5%Si-steel (molded)

- Core : Mn-Zn Ferrite core

MBN 측정 모듈(DAQ)에는 자화 코일을 통해 레일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위한 자화 신호 발생기, MBN 수신 

코일에서 나오는 신호를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해주는 신호

처리부를 포함한다.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 신호의 재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호 자체의 무작위성을 해결하여햐 

한다. 기 개발된 MRS-100장비의 측정 모듈에서는 전파정류

회로와 필터커패시터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Fig. 3과 

Fig. 1. MBN Sensor Configuration Fig. 2. MB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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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 신호에 대한 포락선(Envelop 

Curve)을 생성하였다.

기 개발된 MBN 측정 모듈(DAQ)은 Fig. 4와 같으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Power Supply : DC12 V

- Magnetized Signal Voltage : Max. 10 V

- Magnetized Signal Frequency : 100 Hz sinusoidal signal

- Filter Band : 10 kHz to 50 kHz

- Number of Data Sampling : 100,000 sampling/sec

3. MBN 측정 실험절차 및 방법

SS275 강재의 응력에 따른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 신호

를 측정하기 위한 SS275 강재의 시편은 한국산업규격에 

의거하여 Fig. 5와 같이 제작되었다. 시편에 인장 및 압축응력

을 가하기 위해 INSTRON 8801 시험기를 사용하였으며 

작용 응력의 크기는 (-)60 MPa~(+)150 MPa을 적용하였다. 

MBN 측정 센서를 시편 표면에 밀착 접촉 시키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지그(Fig. 6)를 사용하였다.

응력 변화에 따른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 신호 측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 MBN 측정 DAQ를 사용하여 공기중 MBN 측정 센서의 

초기 신호치 Zero 세팅

Step 2.

- SS275 시편을 INSTRON 8801 시험기의 Upper Grip에 

장착 후, MBN 신호 측정

Step 3.

- 시편을 Lower Grip에 장착 후, MBN 신호를 측정하여 

무응력 상태에서의 완전 장착 여부를 확인

Step 4.

- 인장응력(0~150 MPa)을 가하면서 각 응력 단계별로 

인장응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MBN 신호 측정

Step 5.

- 인장응력 시험 완료 후, 하중을 완전 제거하여 무응력 

상태에서 MBN 신호 측정

Step 6.

- 압축인장응력(-60 MPa~0)을 가하면서 각 응력 단계별

로 압축응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MBN 신호 측정

Fig. 3. MBN Raw Wave-Envelop Curve

Fig. 4. MBN DAQ

Fig. 5. SS275 Specimen

Fig. 6. Measuring Z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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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 압축응력 시험 완료 후, 하중을 완전 제거하여 무응력 

상태에서 MBN 측정 센서 제거하고 시편을 시험기에서 

탈거

Step 8.

- Step 2.에서 Step 7.까지 반복실험

4. MBN 측정 실험 결과

SS275 강재에 작용하는 응력의 크기에 따른 전자기 바크

하우젠 잡음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3차례의 

반복시험(측정 절차 Step 2.~Step 7.을 3차례 반복)을 실시하

였다.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 신호의 특성은 Fig. 3에 나타난 

신호의 포락선 곡선에서 최대치(Peak)와 곡선 아래 면적

(Area)를 도출하여 작용 응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7은 양의 자기변형 상수(Positive Magnetostictive 

Constant)를 가지는 강재에 대한 대표적인 MBN 신호파형을 

나타낸다. X축은 시간을, Y축은 MBN 전압을 나타내며 

Sin 형태의 실선은 가진 자화신호를 나타낸다. 무응력 상태

(Fig. 7의 상단 그래프)와 비교하면 인장응력 상태에서는 

MBN 신호의 진폭은 증가하고 신호파형의 파장은 감소됨을 

알 수 있으며 압축응력 상태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8은 SS275 강재 시편에 대한 응력과 MBN Area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곡선이다. MBN Area란 Fig. 3의 Area

와 같이 MBN 신호 파형의 포락선에 대한 무차원화 된 

면적을 나타낸다. Fig. 9는 응력과 MBN Peak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곡선이다. MBN Peak란 Fig. 3의 Peak와 같이 

MBN 신호 파형의 포락선에 대한 최대치를 나타낸다.

SS275 강재의 응력 변화에 따른 MBN 신호 특성치(MBN 

Peak, MBN Area) 모두 축방향 응력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의 응력 변화에 따른 MBN 신호 특성치(MBN Peak, 

MBN Area)들의 응력 분해능(Stress Resolution)을 분석하였

다. 응력 분해능의 산출방법의 개념은 Fig. 10과 같다. 동일한 

해당 응력 지점에서 반복 측정을 했을 때 측정한 MBN 

신호 특성치의 표준편차(σ)를 구하고 특성곡선(응력-MBN 

Fig. 7. MBN Wave Change w.r.t Stress Variation

Fig. 8. MBN Area vs. Stress Variation (SS275)

Fig. 9. MBN Peak vs. Stress Variation (SS275)

Fig. 10. Stress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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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특성치 곡선)의 기울기를 사용하여 해당 응력 지점에서

의 응력편차(분해능)를 구할 수 있다.

Table 1은 MBN 특성변수들에 대한 응력 분해능을 분석한 

결과이다. 평균적으로 MBN Area 특성 변수의 응력 분해능

이 2.99 MPa로 Peak 특성 변수의 응력 분해능(5.36 MPa)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S275 강재의 응력에 따른 전자기 바크하

우젠 잡음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MBN 신호 특성치

(MBN Peak, MBN Area)에 대한 응력과의 특성곡선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응력 분해능을 분석하여 MBN 신호 특성치중

에서 MBN 신호 포락선의 면적을 나타내는 MBN Area 특성

치가 포락선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MBN Peak 특성치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전자기 바크하우젠 

잡음 신호로부터 SS275 강재내부에 응축된 잔류응력을 비파

괴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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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Level 

(MPa)

Stress Resolution

PEAK AREA

-60~-30 3.86 2.98

-30~0 3.77 4.39

0~30 2.97 1.72

30~60 5.10 0.76

60~90 4.84 2.25

90~120 8.10 3.94

120~150 8.88 4.86

Average 5.36 2.99

Table 1. Stress Resolution for SS275 Steel





1. 서 론

최근 도심지에서의 지반굴착공사는 지상공간의 포화 그

리고 인접구조물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어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

게 지반굴착이 요구됨에 따라서 가설 흙막이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지에서의 지하굴착

에 이용되는 연직벽체는 강성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직

벽체로 활용하는 흙막이 구조물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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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방재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는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에 관한 연구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of Earth Retaining Walls 

Composed of Concrete Piles and Steel Piles

이강근*⋅박연준**

Lee, Ganggeun*, and Park, Yeonjun**

Abstract

Recently, earth retaining walls composed of ready-made piles have been studied for improving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wall 

and restricting adjacent ground deformation. However, these walls have been used in a limited manner as temporary retaining walls,

without considering the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which interacts with the building structure. Hence, in this study,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earth retaining walls with ready-made concrete and steel piles are analyzed. The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is estimated by quantitatively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ile retaining wall and building structure. A laboratory model

test i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based on the steel pile installation interval; numerical analysis 

is conducted for effect analysis based on the retaining wall height and ground condition. The earth pressure at the building structure 

decreases 15%-49.7%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ile retaining wall and building structure.

Key words : Concrete Pile, Earth Pressure, Earth Retaining Wall, Steel Pile

요 지

최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향상 및 인접지반의 변형억제를 위해 기성말뚝을 흙막이 구조물 벽체로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설 흙막이 구조물로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건축구조물 벽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토압분담효과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 및 강관말뚝과 같은 기성말뚝을 이용하는 흙막이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확인하고 건축물벽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토압분담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내모형실험을 통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에 따른 토압분담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해 흙막이 벽체의 높이와 지반조건에 따른 토압분담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성말뚝을 사용하는 흙막이 벽체와 건축물 벽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건축물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15%~49.7%

의 감소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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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최근에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이용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조성하는 등 개량된 흙막이 구조물이 개발 적용되

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설벽체로서만 사용되고 있는 등 사용

성이 제한적이고 건축물벽체와 함께 영구벽체로서 적용되

는 조건에서는 토압분담효과가 규명되지 않은 실정이다.

콘크리트말뚝이나 강관말뚝과 같은 기성말뚝을 가설 흙

막이 구조물로 활용하는 많은 선행연구가 시행되었으며, 

You et al. (2005)은 억지말뚝을 이용하여 지보재가 설치되지 

않는 자립식 흙막이 벽체의 현장 적용성을 제안하였다. Han 

et al. (2005), Han et al. (2006)은 기성 PHC말뚝을 흙막이 

벽체로 활용하는 경우 흙막이 벽체의 거동특성을 보고하고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가설벽체로서의 적용성을 보고하였다.

기성콘크리트 말뚝을 이용하여 흙막이 벽체를 조성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말뚝의 수직도 유지 및 연속성 

문제로 인해 자립식 흙막이 벽체로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Choi et al. (2017)은 PHC 말뚝의 형상 자체를 개량하

여 시공성과 지지체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개선한 개량형 

PHC-W파일의 거동을 수치해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Kim 

et al. (2017)은 개량형 PHC-W파일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의 

거동과 말뚝의 지지력 특성을 보고하였다.

Yoon (2019)은 기성 PHC말뚝을 이용하는 흙막이 벽체를 

합벽으로 영구벽체로 활용 가능여부를 보고하는 등 최근까

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이용한 PHC 말뚝을 이용하는 

흙막이 벽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흙막이 벽체가 가지는 기술적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Jang et 

al. (2012)은 기존 C.I.P공법이 가지는 단점인 차수성능 그리

고 연속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형케이싱의 내부 양쪽에 

삼각형 형태의 조인트를 설치하는 개량형 C.I.P 공법을 개발

하여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고, Do et al. (2016)은 계면활성

제계 그라우트를 활용하여 C.I.P벽체를 개선할 수 있는 개량

형 공법의 적용성을 보고하였다.

Lee et al. (2021)은 C.I.P공법에 사용되는 H-형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각형의 판과 두꺼운 플랜지 판으로 구성하고 

콘크리트로 채워진 복합 단면을 갖는 신형상의 합성파일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흙막이 벽체의 휨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An 

et al. (2021)은 흙막이 벽체로 활용할 수 있는 강관철근망을 

제안하였고, Lee et al. (2019)은 섬유보강재를 흙막이 벽체로

서 활용하기 위해 섬유보강재의 공학적 특성을 평가한 바 

있다.

Lee and Park (2021a)은 PHC 말뚝을 흙막이 벽체로서 

활용하기 위해 말뚝의 자립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고하였고, Lee and Park (2021b)은 PHC 말뚝과 강관말뚝

을 혼용하는 흙막이 벽체를 건축물의 영구벽체로 활용하는 

제작 및 시공기술에 대해 보고하여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

뚝을 혼용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기성말뚝 또는 개량형 연직벽체로 강성이 큰 흙막이 구조

물을 조성하는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설 구조물로서만 활용하고 영구벽체로서 활용하고

자 하는 시도는 매우 낮으며 특히 건축벽체와 융합하여 

영구벽체로 사용하는 합벽구조물 설계기법이나 효과에 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 또는 강관말뚝과 같은 

기성말뚝을 이용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건축벽체와 융합할 수 있는 합벽 구조물로서의 거동을 

규명함으로써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의 영구벽체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성말뚝 흙막이 구조물과 건축

벽체가 동시에 설치된 조건에서 기성말뚝 흙막이 구조물의 

토압분담효과로 인해 건축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의 저감효

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사용하는 흙

막이 벽체의 토압지지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모형실

험을 통해 흙막이 벽체의 최대지지하중을 산정하였으며, 

강관말뚝의 설치조건에 따른 지지하중의 변화를 통해 말뚝 

흙막이 벽체의 토압지지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내모형

실험을 통해서 지반조건 그리고 말뚝 흙막이 벽체의 높이변

화에 따른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기성 말뚝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 혼용 흙막이 벽체

2.1 기성 말뚝 흙막이 벽체 구성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혼용하는 흙막이 벽체는 기

존 콘크리트 말뚝만을 이용해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는 선행

연구의 기술적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기술

은 띠장과 같은 흙막이 구조물의 부재를 연직벽체와 연결하

기 위해서는 말뚝의 단면손실이 불가피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강관말뚝을 엄지말뚝으

로 활용하고 콘크리트말뚝으로 토류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성 말뚝 흙막이 벽체는 흙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건축물 벽체 외부로 존치되어 건축물 벽체와는 직접적으로 

Fig. 1. Composition of Earth Retaining Wall Mixed Concrete

Pile and Steel 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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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아 2개의 벽체가 토압에 지지하는 2중 벽체를 

형성하고, 외부의 말뚝 흙막이벽체와 내부의 건축물 벽체가 

각각 토압을 지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2 말뚝 흙막이 및 건축물 벽체의 토압지지 메커

니즘

말뚝 흙막이 벽체 그리고건축물 벽체의 2중 벽체가 구성되

는 경우의 토압지지 메커니즘은 Fig. 2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두 개의 벽체가 

합성벽체로서 토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2중 벽체로서 

토압을 지지한다고 보고하였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부재를 사용하여 벽체를 조성하는 경우 합성 

또는 비합성 효과에 의한 구조적 평형이 발생하고 건축물과 

흙막이 벽체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흙막이 벽체가 

1차로 토압에 저항하고 후면의 건축물 벽체가 2차로 토압에 

저항하게 된다.

또한 Gässler (1988)가 쏘일네일로 보강된 벽체에서 제안

한 ‘Two-Body Translation Mechanism (TBTM)’에 따르면, 

토압에 의한 활동면에 보강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강재

의 토압분담효과에 의해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저감되는 

것을 고려하면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는 억지말뚝으로서 

활동에 저항하게 되고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는 영구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흙막이 벽체의 

1차토압 분담효과로 인해 건축물 영구벽체의 작용토압은 

감소하게 된다.

3. 실내모형실험

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혼용하여 가

시설 흙막이 구조물의 연직벽체로 활용하는 구조체의 토압

지지효과를 확인하고자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

내모형실험은 토압 및 수압을 주로 지지하게 되는 주 부재인 

강관말뚝의 간격을 영향인자로 설정하여 배면지반에 연직

하중이 증가하는 동안 흙막이 구조물의 변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하중-변위 관계를 확인하고 지반의 항복하중

을 최대 지지하중으로 설정하였다.

실내모형실험은 흙막이 구조물의 조건에 따른 거동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제외하고 모형지

반의 조성상태 및 모형지반의 크기 등은 고정하여 흙막이 

구조물 이외에 영향은 발생하기 않도록 설정하였다.

3.2 실험방법

실내모형실험은 모형지반을 조성하고 배면지반에 재하

판을 설치하여 2 mm/min의 재하속도로 변위제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하중계를 이용하여 재하되는 하중을 측정하

였다. 모형벽체 전면에는 디지털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여 

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의 수평변위를 측정하였다. 실내모형

실험이 수행된 모형지반의 전경 및 모식도는 Fig. 3에 나타내

었다.

모형지반은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C33의 콘크리트 샌드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이는 200번체 통과량이 3% 이하인 통일분류상 SP에 해당된

다. 모형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조건의 지반을 조성하

기 위해 지반 조성에 필요한 흙의 중량과 물의 중량을 이용해 

일정한 함수비를 유도하는 중량-체적 할당법(Alfaro et al., 

1995)을 적용하여 함수비 11%, 최대건조밀도 18.4 kN/m3의 

모형지반을 조성하였다.

모형지반은 60 cm (w) × 60 cm (b) × 60 cm (h) 크기의 

모형토조 내부에 조성하고, 모형벽체는 높이 30 cm, 근입 

15 cm의 자립식 벽체로 조성하여 크기 상사율 1/20로 설정하

Fig. 2. Schematic Diagram of Earth Pressure on Double Wall

Fig. 3. Schematic Diagram of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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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모형벽체는 말뚝의 강성을 모사하기 위하여 ASTM 

A213 스테인레스 강관을 이용하여 강도상사율 1/500로 모형

지반을 조성하였으며(Fig. 4), 실제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

뚝의 탄성계수 차이를 모사하기 위해서 모형말뚝 재료의 

탄성계수 차이를 고려해 모형말뚝으로 적용하였다.

3.3 실험조건

실내모형실험은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의 설치조건에 

따른 토압지지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

을 변수로 하여 총 6회를 수행하였으며, 실내모형실험이 

수행된 조건은 Table 1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4 분석결과

실내모형실험을 통해 모형벽체의 토압지지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연직하중-수평변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형실험을 통해 확인된 하중-수평변위 곡선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 나타낸 하중-수평변위 곡선을 이용하여 초기 

탄성구간과 소성구간을 이용해 항복하중을 산출하였으며 

항복하중을 흙막이 벽체의 최대지지 하중으로 산정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Table 2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a) Model Ground (b) Loading Plate

(c) Loading (d) Failure

Fig. 4. Process of Model Test

Classification
Wall Height

(cm)
Wall Type Composition

Steel Pile 

Interval
Remark

Case 1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None

Pile 

Diameter : 

2.5 cm

Pile 

Length : 

45 cm

Case 2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 Steel Pile 5D

Case 3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 Steel Pile 4D

Case 4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 Steel Pile 3D

Case 5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Concrete Pile + Steel Pile 2D

Case 6 30
Self-Supporting

(Embedment Depth : 15 cm)
Steel Pile 1D

Table 1. Case of Laboratory Model Test

(a) Measure Point : 2H/3 (b) Measure Point : H/2 (c) Measure Point : H/3

Fig. 5. Load-Displacemen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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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실험 결과분석은 모형지반의 높이 2H/3, H/2 및 H/3지

점에 설치된 수평변위 측정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Fig. 5 및 Table 2의 결과를 살펴보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

이 줄어들수록 흙막이 벽체의 지지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평변위 측정 위치 모두에서 동일하게 흙막이 

벽체의 강성이 증가하는 만큼 최대 지지하중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비교를 위하여 Table 2를 이용해 

콘크리트말뚝만 설치된 조건을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분석

하면 토압지지효과는 8.6%~27.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4. 수치해석

4.1 개요

수치해석은 모형실험으로 확인된 말뚝 흙막이 벽체의 

토압지지 효과를 검증하고 실제 규모의 흙막이 벽체에서도 

토압지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혼용하

는 흙막이 벽체를 대표단면으로 구성하고, 콘크리트말뚝 

및 강관말뚝의 설치조건에 따른 토압분담효과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 분석을 위해 지보재가 없는 

자립형 벽체조건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단계별 시

공과정을 모사하여 실제 거동과 동일하게 수치모의를 수행

하였다.

4.2 해석방법

수치해석은 범용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 2D프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지반은 탄소성 모델인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였다. 강관말뚝 및 콘크리트 말뚝은 beam 

요소로 적용하였으며, 지반의 초기응력을 구현한 이후 흙막

이 벽체가 시공된 이후 영구 건축물이 합벽으로 설치되는 

조건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흙막이벽체에 작용하는 토

압과 영구건축물에 작용하는 토압을 각각 산정함으로써 

말뚝 흙막이벽체의 토압분담효과를 산정하였다.

수치해석에 적용된 단계별 모식도 및 격자요소망은 Fig. 

6에 나타내었다.

4.3 해석조건

수치해석은 실제 규모에서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의 토압

분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벽체의 높이를 기성말뚝 흙막이 

벽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3 m, 5 m 및 7 m의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말뚝의 직경은 강관말뚝과 콘크리트 말뚝이 혼용되기 

용이하도록 직경 500 mm로 가정하였으며, 강관말뚝만으로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설치간격 1 D에서 5 D까지 강관말

Classification Steel Pile Interval Max. Load (2H/3) (kN) Max. Load (H/2) (kN) Max. Load (H/3) (kN)

Case 1 None 2.90 3.30 3.05

Case 2 5D 3.10 3.50 3.50

Case 3 4D 3.30 3.60 3.40

Case 4 3D 3.70 3.75 3.60

Case 5 2D 3.80 3.90 3.70

Case 6 1D 3.90 3.95 3.90

Table 2. Maximum Retaining Load

(a) Model for temporary wall (b) Model for permanent wall (c) Numerical analysis model

Fig. 6. Schematic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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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는 조건 그리고 강관말뚝 없이 

콘크리트 말뚝만으로 흙막이 벽체가 설치되는 조건을 해석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지반의 조건에 따라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면지반의 조건을 내부마찰각 

10°, 20°, 30° 및 40° 조건으로 변화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반의 내부마찰각을 변수로 적용할 때에는 지반의 강성

에 따라 단위중량과 점착력 그리고 탄성계수 역시 내부마찰

각의 크기를 고려해 지반 강성에 적합하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 조건은 Table 3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으며, 수치해석에 적용된 지반의 강도정수 그리고 

흙막이 벽체로 사용된 말뚝의 강도정수는 Table 4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4.4 해석결과

4.4.1 흙막이 벽체 높이조건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3 m~5 m이고, 지반의 구성조건인 

내부마찰각이 10°에서 40°로 변화할 때 흙막이 벽체의 발생 

수평변위와 벽체에 작용하는 수평응력(토압)은 Figs. 7 및 

8에 나타내었다.

Figs. 7 및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10̊로 느슨한 경우, 작용토압이 커 최대수평변위가 굴착하부

Classification
Wall Height 

(m)
Retaining Wall Condition

Steel Pile
Remark

Installation Interval

Case 1 3 PHC concrete pile None 0 m

Ground condition

friction : 

10°, 20°, 30°, 40°

Total 48 times

Variable Analysis

Case 2 3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5D 2.5 m

Case 3 3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4D 2.0 m

Case 4 3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3D 1.5 m

Case 5 3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2D 1.0 m

Case 6 3 Steel pile 1D 0.5 m

Case 7 5 PHC concrete pile None 0 m

Case 8 5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5D 2.5 m

Case 9 5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4D 2.0 m

Case 10 5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3D 1.5 m

Case 11 5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2D 1.0 m

Case 12 5 Steel pile 1D 0.5 m

Case 7 7 PHC concrete pile None 0 m

Case 8 7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5D 2.5 m

Case 9 7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4D 2.0 m

Case 10 7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3D 1.5 m

Case 11 7 PHC concrete pile + Steel Pile 2D 1.0 m

Case 12 7 Steel pile 1D 0.5 m

Table 3. Numerical Analysis Case

Classification
Unit Weight Cohesion Friction Elastic Modulus

Poisson’s Ratio Remark
(kN/m3) (kPa) (°) (MPa)

Ground 1 17 5 10 15 0.38 Friction 10°

Ground 2 18 10 20 30 0.37 Friction 20°

Ground 3 19 15 30 50 0.35 Friction 30°

Ground 4 20 40 40 100 0.33 Friction 40°

Classification
Diameter Thickness Area Inertia Moment Elastic Modulus

Remark
(mm) (mm) (cm2) (cm4) (MPa)

Concrete 500 80 1,056 247,749 20,000 Pile

Steel 508 12 184 54,800 210,000 Pile

Table 4. Material Properties for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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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 = 3 m, φ = 10° case (b) H = 5 m, φ = 20° case

(c) H = 7 m, φ = 30° case (d) H = 7 m, φ = 40° case

Fig. 7. Results of Horizontal Displacement

(a) H = 3 m, φ = 10° case (b) H = 5 m, φ = 20° case

(c) H = 7 m, φ = 30° case (d) H = 7 m, φ = 40° case

Fig. 8. Earth Pressure on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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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며,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20°, 30° 및 40°로 

증가하면서 발생수평변위가 1 m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 및 7 m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의 해석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각 흙막이 벽체의 수평변위는 2 mm 및 5 mm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를 강성이 큰 강관말뚝으로 

사용하는 경우 벽체에 작용하는 수평응력은 약 13.8%~40.2%

의 토압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반의 강성

이 클수록 토압분담 효과도 크게 평가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인 조건에의 느슨한 지반에서 

콘크리트말뚝을 이용하여 토압을 지지하는 영구벽체로 활

용하는 경우 건축물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을 42.6%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느슨한 지반에서 콘크리트말뚝

과 강관말뚝을 혼용하는 경우 건축물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을 45.0%~54.6%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콘크

리트 말뚝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2.4%~12.0% 정도의 추가 

토압분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7 m 조건에서 느슨한 지반에서는 

콘크리트말뚝을 영구벽체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물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의 39.9% 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콘크리트말뚝

과 강관말뚝을 혼용하는 경우 건축물벽체에 42.0%~49.7% 

토압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동일하게 콘크리트말뚝과 강관

말뚝을 혼용해 흙막이 벽체의 강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토압감소효과를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수치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반의 

강성이 큰 내부마찰각 40°인 조건에서는 강관말뚝과 콘크리

트 말뚝 모두 토압분담효과가 크게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콘크리트 말뚝과 강관말뚝의 토압분담효과 차이는 

약 2.1%~2.4%로 미미하게 확인되어 흙막이벽체 자체의 

강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2 토압분담효과

본 연구에서는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벽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랭킨토압이론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론 토압을 기준으로 수치해석으로 확인된 토압을 정규화

하여 토압의 분담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흙막이 벽체의 강성에 따른 토압분담효과의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에 따른 수평토압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수평토압 저감효과는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관말뚝의 설치간격 1 D에서 

5 D까지 멀어지는 경우에는 토압저감효과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뚝 흙막이 벽체가 설치되어 

2중 벽체를 형성하는 경우 영구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저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약 19%~58%의 토압 저감효

(a)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of φ = 10° (b)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of φ = 20°

(c)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of φ = 30° (d) Earth pressure reduction effect of φ = 40°

Fig. 9. Load-Displacemen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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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압저감효과는 말뚝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 인 조건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약 10° 

정도로 느슨한 경우에는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에 따라 토압

의 저감효과도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3 m로 비교적 높이가 작을 때는 토압 저감효과

가 약 13%~40%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강관말뚝으로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여 강성이 큰 경우 가장 큰 토압저감효과를 

보이며 말뚝 흙막이 벽체의 강성에 따라 토압저감효과도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20°, 30° 및 40°로 증가하여 지반의 

강성이 커지는 경우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강관말뚝을 혼용하여 흙막이 벽체의 강성이 증가

하여 토압분담효과가 증가하는 효과의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마찰각이 20° 정도로 보통조밀한 정도의 

상대밀도 지반에서는 말뚝 흙막이 벽체의 높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3%~13% 정도의 토압분담효과가 흙막이 

벽체의 강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반의 

내부마찰각이 40°인 매우조밀한 정도의 상대밀도를 갖는 

지반에서는 흙막이 벽체 자체만의 토압분담효과로 인해 

영구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은 약 19%~57%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말뚝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는 강관말뚝 및 콘크리

트 말뚝의 벽체 강성이 영구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3 m, 5 m 및 7 m 조건 모두에서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이 토압저감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강관말뚝과 콘크리

트 말뚝을 혼용하는 흙막이 벽체의 토압분담 효과는 지반의 

강성이 비교적 작은 지반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9의 결과를 살펴보면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일 

때 토압저감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수치해

석의 조건이 별도로 지보재가 설치되지 않은 자립형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인 지보재가 설치되

는 경우에는 토압의 분담효과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을 사용하는 흙

막이 벽체가 영구벽체와 함께 활용되어 영구벽체에 작요하

는 토압의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모형실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압저감효과를 분

석하였다.

실내모형실험을 통해 모형실험을 통해 확인된 하중-수평

변위 곡선을 이용하여 모형벽체의 최대 지지하중을 산정하

였고 강관말뚝의 설치간격이 줄어들수록 흙막이 벽체의 

지지하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콘크리트말뚝만 

설치된 조건을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분석하면 강관말뚝을 

혼용하는 경우 토압지지효과가 8.6%~27.9%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3 m에서 5 m 및 7 m로 증가하는 

경우 흙막이 벽체의 수평변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는 경우 벽체의 변위억

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흙막이 벽체를 강성이 큰 강관말뚝으로 사용하는 경우 

벽체에 작용하는 약 13.8%~40.2%의 토압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반의 강성이 클수록 토압분담 효과

도 크게 평가되었다.

흙막이 벽체의 높이가 5 m, 7 m로 증가하는 경우에서도 

역시 건축물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을 39.9%~42.6% 감소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콘크리트 말뚝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2.4%~12.0% 정도의 추가 토압분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반의 강성이 

큰 내부마찰각 40°인 조건에서는 강관말뚝과 콘크리트 말뚝 

모두 토압분담효과가 크게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콘크리트 말뚝과 강관말뚝의 토압분담효과 차이는 약 

2.1%~2.4%로 미미하게 확인되어 흙막이벽체 자체의 강성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흙막이 벽체와 건축물의 벽체가 2중벽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토압의 분담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흙막

이 벽체의 강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벽체가 분담하

는 토압이 증가되어 건축물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이 감소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관말뚝과 콘크리트말뚝을 혼용하는 흙

막이 벽체가 가설벽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영구벽체와 

함께 토압을 지지하는 기능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자 실내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수

치모의 해석을 통해서 토압저감효과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에는 한계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암할 때 추후 실제규

모의 현장에서의 계측 등을 통한 거동분석과 함께 토압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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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로변 빌딩 및 아파트의 고층화, 교통

량 증가 및 통행차량의 속도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최근 방음터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

다. 특히, 도심지내 고속화도로의 증가로 교량상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교량상의 구조

적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초경량 방음터널 시스템이 요구된

다. 기존 방음터널 구조물은 중압감 및 단순한 형상으로 

인하여 도심지의 경관측면에서 불리하며, 주거지역 경관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가로 다양한 디자인에 반영된 방음터널 

형상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방음벽 및 방음터널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소음저감 효과를 증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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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방재

강관트러스 적용 막구조 방음터널의 실물스케일 실험기반 

구조 안전성

Full-Scale Experiment-Based Structural Safety of Membrane 

Structural Soundproof Tunnels Using Steel Tube Tru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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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performances of membrane structural soundproof tunnels using circular steel tubes are investigated. 

Full-scale specimens are manufactured for monotonic and cyclic loading tests for snow and wind loads, and their combination.

A full-scale experiment is performed to gain insights into the loading test details while considering the effects of membrane tension

and the steel tube truss frame. Parametric results show that the soundproof tunnel structures proposed herein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safety as well as afford a lighter and more aesthetic design.

Key words : Membrane Structure, Soundproof Tunnel, Steel Tube Truss, Full-scale Experiment

요 지

본 연구는 강관 트러스를 적용한 막구조 방음터널의 구조적 성능을 규명하였다. 설하중 및 풍하중, 그리고 조합하중에 대한

단조 및 반복가력 시험을 위하여 실물 크기의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실물 스케일 시험은 막구조 및 강관 트러스 프레임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세분화된 가력에 대하여 상세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새로운 매개변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음터널 구조가 경량 및 미관적인 디자인일 뿐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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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설계 방향 연구와 튜브형 방음벽을 사용하여 성능 

및 경제성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있다(Kim et al., 2015; Lee 

and Kim, 2015; Kim, 2016; Lee, 2018 ). Ahn et al. (2016)은 

파이프 트러스빔을 이용한 경량방음터널의 설계적합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You et al. (2018)은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풍하중 작용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Yu et al. (2019)는 설하중 

작용 분포를 고려하여 풍터널 시험 및 유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또한, Son et al. (2021)은 비대칭 형상을 갖는 방음터널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심지의 

교량상에 주로 시공되는 방음터널은 보다 경량화되고 미관

상으로도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다설계, 

누수 및 중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의 방음터널 

구조와 소재적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음터널의 뼈대는 고강도 강관을 

사용한 트러스 형식을 적용하며, 지붕부는 기존 방음판을 

대체한 막소재(Membrane)을 적용하여 경량화 및 경관 디자

인 측면에서 장점을 갖도록 한다. 방음판 소재로는 목재, 

알루미늄, 강판,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다양하게 사용

하고 있으나 초경량 막소재를 사용한 예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념의 방음터널 구조는 우선적으로 구조

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관

트러스 및 막소재를 적용한 실물 크기의 방음터널 시험체를 

제작하였으며, 단계별 설계 설하중 및 풍하중을 반복 재하하

여 구조적 안전성을 상세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2. 막구조 적용 방음터널

2.1 막구조 기본이론

막구조는 얇은 단면 두께를 따라 균일하게 같은 값으로 

분포하는 인장 또는 압축응력을 받는 부재로 정의한다. 이러

한 응력을 막응력(Membrane stress)라고 하는데, 얇은 쉘이

나 막구조에서 쉘 면내의 압축응력이나 인장응력만으로 

외력과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Fig. 1 참조).

내부 압력을 받는 얇은 일반화된 구형 쉘 구조는 Fig. 

1에서와 같이 자오선 방향과 평행 방향의 두 곡률 와 

에 대하여 정의한다. 매우 얇은 쉘 구조의 경우 두께 

방향 응력은 매우 작으므로 무시하며, 접선 뱡향과 원주방향

으로의 표면 막응력은 두께방향으로 일정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막구조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며, 골조막

구조, 현수막구조 및 공기막구조 등으로 구분된다(Ko et 

al., 2008). 골조막구조는 골조 위에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며, 

구조적인 안정감과 개구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경제성

이 뛰어나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현수막구조

는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 케이블로 보강하고 막재료에 장력

을 주는 방식이며, 시각적 효과가 높은 구조이다. 공기막구조

는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에 의해 막재료에 장력을 주는 

구조이며, 계속해서 일정 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2.2 강관트러스 및 막구조 적용 방음터널

전술한 막구조는 초경량으로 기존 지붕부의 방음판 소재

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방음터널의 중량감소 및 경관성 

형상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Fig. 1. Membrane Stresses Occurred from a Thin Shell Member

(a) 3D-modeling

(b) Detailed layout

Fig. 2. Details of Soundproof Tunnels Using Steel Tube Trusses

and Membrane Materials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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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강관트러스 적용 막구조 방음터널의 3차원 형상 

및 세부 제원을 보여준다.

3. 시험체 제작 및 성능시험

3.1 막구조 방음터널 시험체 제작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개념 막구조 방음터널에 대하여 

실물스케일 재하실험을 통한 구조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한

다. 시험체는 주기둥 사이 길이 한계로 지주간격은 4 m로 

설치계획하였으며, 측벽판은 당초 Fig. 3(a)와 같이 5 m로 

계획하였으나, 가력프레임의 길이한계로 4 m로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막소재의 단위 면적당 하중조건, 하중값 

및 체결구에 전달되는 하중값은 구조계산을 통하여 결정하

였다. 시험체 규격은 높이 5.7 m, 폭 12 m, 그리고 길이는 

4 m이다. 강관 트러스 상현재는 직경 165.2 mm, 두께 6.0 

mm, 하현재는 직경 139.8 mm, 두께 4.5 mm, 트러스 간격재는 

직경 76.3 mm, 두께 3.2 mm를 각각 적용하였다. 지주부재의 

직경은 165.2 mm, 두께는 6.0 mm이며, 횡부재의 직경은 

139.8 mm, 두께는 4.5 mm이다. 또한, 막소재는 PVF 1.2 

mm를 적용하였다.

Fig. 3은 시험체 제작 상세를 나타내며, Fig. 4는 시험체 

제작과정을 보여준다.

3.2 실물스케일 구조성능 시험 및 분석

Fig. 5는 실물스케일 시험체에 대한 성능시험 전경이며 

Fig. 6은 지붕부에 적용된 막구조의 장력도입 전후 전경을 

각각 보여준다. 가력하중은 Fig.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 설하중의 정수배 하중, 설계 풍하중의 정수배 하중, 

그리고 조합하중(설하중+풍하중)의 정수배 하중을 순차적

으로 가력하는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Fig. 7(b)는 변위 

측정 위치를 보여준다.

Table 1은 막소재의 장력도입 여부에 따른 막구조 방음터

널의 강성평가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장력 도입 전후 설계하

중을 가력한 후, 처짐과 횡방향 변위값을 측정하여 강성 

변화 평가하였다. 장력 도입 후 횡방향 강성은 약 9.5%, 

수직방향 강성은 약 6.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detailed plan

(b) Loading and frames

Fig. 3. Details of Soundproof Tunnels for Full-Scale Experiments

Fig. 4. Manufacturing Procedure

Fig. 5. Experimental Setup

(a) Before tension (b) After tension

Fig. 6. Tensile Force Conditions of Membrane Structures



166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22년 4월

Fig. 8은 각 위치별 단조 및 반복하력하의 설하중-수직처짐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단조가력의 경우, 설계하중의 4배(4 

× PD)까지는 탄성거동이며, 설계하중의 5배(5 × PD) 가력 

단계에서 가력지그 변형 발생으로 가력을 종료하였다.

Fig. 9는 풍하중에 의한 횡변위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설계하중의 4배(4 × PD)까지는 탄성거동, 설계하중의 8배(8 

× PD) 가력 단계에서 극한 하중이 발생하였다. Figs. 10, 11은 

조합하중에 대한 하중-변위 곡선 및 가력부에서의 각 변위를 

비교한 것이다. 조합하중의 가력 절차는 설하중(n × PDs) 

가력 → 설하중 홀드 + 풍하중(n × PDw) 가력 → 설하중 

제거 → 풍하중 제거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가력결과, 설계하

중의 4배(4 × PD) 수준인 (설하중, 풍하중) = (215.27 kN, 

145.55 kN)까지 탄성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편, 가력 시나리오에 따른 각 계측위치에서의 변형 거동(횡변

(a) Loading scenario (b) Locations of measuring displacements

Fig. 7. Loading Scenario and Locations of Measuring Displacements

Location
Transverse stiffness (kN/mm)

Location
Vertical stiffness (kN/mm)

Before tension After tension Before tension After tension

LVDT1 10.495 11.383 LVDT4 9.573 9.6109

LVDT2 10.981 12.140 LVDT5 9.098 10.064

LVDT3 9.916 10.282 LVDT6 9.176 9.932

LVDT7 9.003 10.423 - - -

Ave. 10.098 11.057 Ave. 9.282 9.869

(%) - +9.5 (%) - +6.3

Table 1. Stiffness Evaluation for before and after Tension of Membrane Parts

(a) Monotonic loading (b) Cyclic loading

Fig. 8. Comparison of Snow Load Versus Vertical Displacement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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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vs 처짐) 변화는 설계하중의 4배(4 × PD) 수준으로 평균 

처짐은 약 23.06 mm, 평균 횡변위는 29.67 mm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하중의 4배(4 × PD) 수준의 수직 방향 처짐 허용기

준인 40 mm (= L/300)를 만족하는 것으로 구조적성능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수평방향 풍하중 

가력 시 수직방향 처짐 변화는 매우 작고, 단일하중과 조합하

중의 풍하중 가력 값은 하중단계마다 동일 수준으로 가력되

었기 때문에 조합하중으로 인한 처짐은 단일하중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알수 있다. 다만, 조합하중은 ‘설하중 가력 

(a) Monotonic loading (b) Cyclic loading

Fig. 9. Comparison of Wind Load Versus Transverse Displacement Curves

(a) Wind load (b) Snow load

Fig. 10. Comparison of Combination Loads Versus Displacement Curves

(a) ACT-P (wind load) vs ACT-P (snow load) (b) ACT-D (wind load) vs ACT-D (snow load)

Fig. 11. Comparison of Actuator Displacements for Wind Load Versus Snow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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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중 ACT 변위 고정 → 풍하중 가력’의 절차로 가력되

기 때문에 설하중 ACT 변위 고정에 따라 단일 설하중 대비 

풍하중과 조합된 설하중의 ACT 하중 값이 약간 크게 발생하

게 된다. 또한, 조합하중의 풍하중 가력 시, 수직방향 설하중

에 의한 횡방향 변위가 추가되어 횡방향 변위는 단일하중 

대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2는 풍하중 가력 시 최종 파괴모드를 보여준다. 

설계하중의 설계하중의 8배(8 × PD) 가력 단계에서 지주 

지점부 항복으로 극한 하중 발생하며 시험 종료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음터널의 경량화 및 미관향상을 위하여 

지붕부는 기존 방음판을 대체하여 막소재를 적용하였으며, 

뼈대는 고강도 강관트러스 구조를 결합한 신개념 방음터널 

형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음터널 구조에 대하여 실물스

케일 성능 시험을 수행하여, 구조적 성능을 상세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막소재의 장력 도입 후 방음터널의 횡방향 강성은 

약 9.5%, 수직방향 강성은 약 6.3% 증가하였다. 또한, 

하중 단계별 단조가력 시험 결과, 설하중은 216.75 kN 

(설계하중의 4.2배)까지, 풍하중은 261.69 kN (설계하

중의 7.3배)까지 하중저항 성능을 보여서 구조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수 있었다.

(2) 단조 가력 시험 결과, 설하중의 경우 설계하중의 4배까

지는 탄성거동을 보이며, 풍하중의 경우 설계하중의 

4배까지 탄성거동하여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또

한, 하중 단계별 수직방형 처짐은 설계하중의 4배 가력

단계까지 허용기준(L/300)을 만족하여 구조적으로 안

전하였다.

(3) 조합하중 가력 결과, 설계하중의 4배 수준까지 탄성거

동을 보이며, 수직방향 허용 처짐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단일하중 및 조합하중 가력 결과, 횡방향 풍하중 

가력 시 수직방향 처짐 변화는 매우 작고, 조합하중으

로 인한 수직방향 처짐은 단일하중 값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단일하중과 조합하중의 풍하중 가력 값

은 하중 단계마다 동일 수준으로 가력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조합하중의 풍하중 가력 시, 수직방향 설하중으로 

인한 횡방향 변위가 추가되어 횡방향 변위는 단일하

중 가력때 보다 크게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개념 막소재 및 강관트

러스 적용 방음터널은 구조적인 안전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막재에 작용하는 정확한 풍하중 및 

막재와 강관트러스의 접합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현장시험시공을 통하여 현장 적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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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방재

차열도료의 장대레일 적용 시 레일 진동에 의한 차열 성능 

변화 영향 평가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Change of Thermal Insulation 

Paint Applied to CWR Exposed to Vibration

박주엽*⋅이현욱**⋅강동훈***

Park, Juyeop*, Lee, HyunWook**, and Kang, Donghoon***

Abstract

Because railroads are specialized means of mass transportation, safety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accidents can lead to major 

disasters. However, every summer, owing to the deformation of the rail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temperature of the rail, safety

problems occur, and there is no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To address this situa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which a thermal insulation paint is applied to the continuous welded rail (CWR), and excellent effectiveness has been demonstrated.

However, long-term performance impact analysis of vibrations caused by train operation in actual field applications is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caused by rail vibration was evaluated. A vibration

test was conducted by simulating the vibration environment of the railway site, and the changes in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and uniformity were observed at specific intervals. The thermal insulation paint showed excellent vibration durability by maintaining

the level of performance and uniformity, even after prolonged exposure to vibration.

Key words : Thermal Insulation Paint, Continuous Welded Rail, Railroad Safety, Rail Vibration, Summer Season

요 지

철도는 대량 수송에 특화된 교통수단인 만큼 사고 발생 시 큰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매 하절기마다 레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선로 변형 현상으로 운행 안전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열 도료를 장대레일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우수한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적용 시 열차 운행으로 발생된 진동에 대한 장기적인 성능 영향 분석이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일 진동으로 인한 도료의 성능 변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철도 현장의 레일 진동환경을 모사하여 

진동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특정 주기마다 차열 성능 변화 추이 및 균일도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차열 도료는 장기간 

진동 노출에도 기존 수준의 성능 및 균일도를 유지하여 우수한 진동 내구성을 보였으며 향후 현장 적용 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차열 도료, 장대레일, 철도 안전, 레일 진동,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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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운행에 있어 레일은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여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구조물로 철도시

스템의 안전성과 정시성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

로, 레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 방법(Kang 

et al., 2014; Choi et al., 2017; Seo et al., 2021)을 이용하여 

레일에 발생하는 각종 결함을 찾아내고 이를 유지보수(Bae 

et al., 2011; Jeong et al., 2021) 하는 등 레일 상태에 대한 

점검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레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 중에서 하절기 빈번히 발생하는 폭염의 

경우 레일 온도의 급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레일

의 장출(Buckling)로 연결되어 운행 차량의 탈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Chang et al., 2019)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절기 레일의 온도 상승 문제는 최근 이상 기온에 의한 

폭염 일수 증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가 철도 여객 운송의 중심이 된 요즘에는 

탈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기타 철도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므로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레일 온도의 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자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에 있다.

먼저, 전통적인 레일 온도 저감 기술로는 레일에 용수를 

도포하는 방식, 즉 살수 방법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한 레일에 인력 혹은 살수차를 이용하여 용수를 

살수하는 방법이나 온도 상승이 빈번한 개소에 스프링클러 

방식의 살수 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특정 온도 이상에서 

자동으로 살수되도록 하는 자동살수장치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살수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작업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Jo and Hwang, 2010), 후자의 경우 살수장치 

설치 및 이를 보조하기 위해 통상 함께 설치되는 온도 계측시

스템 등 관련 장치의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살수장치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레일 온도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차열 도료(Thermal insulation paint)를 

이용한 레일 온도 저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열 도료는 도료 내부가 균일하고 치밀한 미세 구조체로 

조직되어 열을 전달하는 공기층 발생을 차단하여 온도 상승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Nguyen et al., 2020). 이러한 특성을 

지닌 차열도료를 레일에 적용하기 위하여 몇 건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선행 연구(Sung et al., 2012)에서 차열 도료의 

종류별 차열 성능을 평가하여 도료 타입(1액형, 2액형)에 

따른 성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대상 4종의 도료에서 최대 

8.3 ℃의 온도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

(Back et al., 2016)에서는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도료를 실제 

영업 중인 고속선에 도포하여 3개월간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

으며, 분석 결과 미도포 레일 대비 차열 도료 도포 레일에서 

3~5 ℃의 온도 저감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

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에폭시 계열의 하도와 불소 

계열의 상도를 사용한 2액형 차열 도료(Park and Kang, 

2021)를 통해 최적 두께로 적용 시 최대 19.2 ℃의 온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장기 환경 내구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내구성을 입증하는(Park and Kang, 2022) 등 해당 분야에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서 검토되지 않은 부분으로 차열 도료를 실제 영업 선로에 

적용할 경우 차열 도료의 진동 영향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철도 레일은 차량과의 접촉 시 강한 진동이 발생하게 

되며, 도료의 특성 상 진동과 같은 외력에 의해 표면 결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레일에 대한 차열 도료 적용 시 운용 

환경 하에서의 도료의 부착 안전성 검토는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차열 도료

를 이용하여 실제 환경 하에서의 진동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철도 운행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휠-레일 접촉 시험기(Twin-disk rig)를 이용한 시편 시험을 

통해 차열 도료가 도포된 레일에 차량이 운행될 경우 운행 

속도 및 운행 기간을 시험 인자로 하여 차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시편 제작

철도 운행 시 진동 및 결함으로 인한 도료의 레일 부착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차열 도료를 적용한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 제작 사용된 도료의 종류는 2액형 도료를 

사용하였다. 2액형 도료는 선행연구의 현장 적용 실험을 

통해 1액형 도료 대비 우수한 내구성과 뛰어난 차열 성능이 

입증된 바 있다. 도료를 적용한 모재(Base material)는 휠-레

일 접촉 시험기(Twin-disk rig)에 적합한 규격(D = 300 mm, 

T = 30 mm)의 디스크 모양의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재질은 

현장 레일 적용과 유사한 부착성 및 온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레일의 주 성분으로 사용되는 고탄소강(SSW-Q1R)

을 사용하였다. 레일 시편(도료 도포 시편)은 UIC60의 레일 

헤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도료를 도포하지 않은 휠 

시편은 레일 시편과 동일한 지름이며, 편평한 트레드(Tread)

를 가지고 있다.

도료의 적용 방법은 Fig. 1과 같은 상도(Base coat)와 하도

(Primer)를 나누어 도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도는 에

폭시(Epoxy) 계열의 도료를 사용함으로써 모재와 상도간의 

결합력과 접착성을 강화하여 도료의 손상 및 박피 방지에 

유리하도록 강화하였다. 상도는 도막 표면이 특수 코팅되어 

우수한 차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오염 물질이 도료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균일한 성능 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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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불소 수지(Fluoropolymer) 

계열의 도료를 사용하였다. 도료의 두께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얇은 도포 두께로 가장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상도 두께와 그에 따른 적합한 접착성을 유지하

기 위한 하도 두께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가장 효울적인 두께로 제시된 상도 195 ± 5 µm를 하도 

135 ± 5 µm의 두께(Park and Kang, 2021)를 적용하였다. 

도료의 도포 방식은 정밀한 성능 측정을 위하여 균일한 

두께와 표면을 얻을 수 있는 기계적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레일 진동 영향 실험에 

적합한 Fig. 2와 같은 시편을 제작하였다.

3. 실험 구성

3.1 레일 진동 실험

철도 운행 시 진동에 대한 차열도료 성능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3의 소형 휠-레일 접촉 시험기를 활용하여 시편

을 레일 진동 환경에 노출시켰다. 소형 휠-레일 접촉 시험기

는 각 디스크가 45 kW DC 모터에 각각 연결되어 독립적으로 

구동 및 제어가 가능하며, 각 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인코더를 

통해 회전 속력(rpm)을 측정할 수 있고, 레일 시편을 거치할 

수 있는 프레임에 설치된 소형 모터를 이용하여 접촉 하중을 

인가할 수 있다(Lee, 2021).

우선, 마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신품 휠과 신품 레일이 

접촉하는 경우 1,000 MPa 이상의 최대 허치언 압력(Maximum 

Hertizan pressure)이 발생하는 것을 참고하여 두 시편을 

접촉시킨 뒤 150 kg의 하중을 인가하여 최대 허치언 압력 

1,113 MPa을 생성하였다. 이후, Fig. 4와 같이 3,000 rpm의 

회전 속력을 인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중간에 

다양한 차량 동역학 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슬립율(Slip 

ratio) 조건을 부가하였다. 슬립율은 휠-레일 접촉면에서 발

생하는 휠과 레일의 상대속도를 차량의 속도로 정규화

(Normalize)한 값의 백분율로써 다양한 차량 동역학적 현상

을 대표하는 파라미터이다. 예를 들어 직선 주행시 발생하는 

슬립율은 대체로 0.1% 이하이고 커브 주행, 감가속, 제동 

등에서는 1% 이상의 슬립율이 발생한다. 본 시험에서는 

슬립율을 최대 3%까지 인가하여 차량 동역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진동현상을 구현하였다. 슬립율 산출 공식은 다음 

Eq. (1)과 같으며, RPMwheel은 휠의 회전속력, RPMrail은 레일

의 회전속력을 각각 나타낸다.

   






 × (1)

Fig. 1. Structure of Two-Component Paint

Fig. 2. Specimen Structure Coated with Thermal Insulation Paint

Fig. 3. Specimen Grinding Using Twin Disk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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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간은 고속철도의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특정 레일 

위치에서의 차륜 접촉 횟수를 산정하여 도출하였다. 도출 

결과, 실제 철도 운행 환경에서의 1개월 기간의 레일 접촉 

횟수는 실험 시간 56분 동안의 접촉 횟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1 cycle로 설정하고 최대 24 cycle (2년)까

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차열 성능 평가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cycle 증가로 인한 차열성능 변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Fig. 5(a)와 같이 차열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철도 현장에서 레일 온도 상승의 원인이 

태양 복사열인 것을 감안하여 할로겐 투광 램프(SH-F1000B, 

ILLI ELECTRONIC CO., LTD.)를 사용하여 시편에 복사열

을 가하여 온도를 상승시켰다. 온도 조건은 레일의 온도가 

55 ℃ 이상일 때 열차 정상운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55 ℃를 기준으로 3가지 온도 조건(40 ℃, 50 ℃ 

60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온도 조건은 시편과 할로

겐 램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예비시험을 통해 

구현하였다.

실험 과정은 Fig. 5(b)와 같이 시편을 배치한 뒤 주변온도 

20 ℃의 환경에서 할로겐 램프를 투광하여 시편의 온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지면과의 열교

환을 방지하고, 복사열에 대한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편은 지면으로부터 300 mm 이격시켰다. 또한, 시편 표면

의 온도 변화는 시편의 좌측과 우측 상부 표면에 K-type 열전대

(Thermocouple)를 각각 부착하여 1 Hz의 샘플링으로 DAQ 

(NI9213, National Instrument Co.)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3.3 차열 균일도 평가

앞서 설명한 차열 성능 평가 방법에 더하여, 레일의 진동으

로 인하여 시편 표면에 발생되는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열전대와 같은 국부적인 센서로는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시편의 전체적인 진동 영향 평가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TESTO 882, TESTO Co.)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시편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온도 상승을 열화상 이미지로

부터 차열 균일도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시편의 

온도가 준평형상태(Quasi-equilibrium state)에 도달한 시점

에서 시편 전체 면적에 대한 열화상 이미지(방사율: 0.95)를 

획득한 후 Fig. 6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시편의 

원주 방향을 따라 균일한 간격으로 표본 온도 데이터를 

추출한 뒤 통계적인 분석 기법인 비대칭도(Skewness, Sk)와 

첨도(Kurtosis, Ku)를 적용하여 시편 표면의 균일도를 정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비대칭도는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값 혹은 낮은 값이 얼마나 분포하였는가를 나타낸 

통계적 분석 기법으로 정규 분포 대비 그래프가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를 나타낸다. 첨도는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밀집 혹은 분산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낸 

통계 분석 기법으로 정규 분포 대비 그래프가 얼마나 완만하

거나 뾰족한지를 나타낸다. 도출 식은 다음 Eqs. (2), (3)와 

같다. N은 총 데이터 개수 값을 나타내며, 

는 온도 데이터, 

(a) Experimental setup

(b) Configuration of test specimen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Heat Insulation Performance Test

Fig. 4. Rotational Speed Profile of Wheel and Rail D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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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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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차열 성능

실험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차열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도 상승량(Temperature 

change)과 승온 속도(Heating rate)를 차열 성능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며 Fig. 7과 같이 정의하였다. 온도 

상승량은 초기 온도와 최대 도달 온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승온 속도는 시편의 온도가 준 평형상태 도달 

지점의 90%에 해당하는 온도 지점까지의 온도 상승량을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우선, cycle 진행에 따른 차열 성능 변화의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하여 TC1에서 측정된 0 cycle 시편의 온도 변화 및 

승온 속도를 분석하였다. 0 cycle 시편의 3가지 온도 조건별 

온도 변화량과 승온속도는 Fig. 8과 같다. 온도 변화량은 

각각 3.2 (40 ℃), 7.5 (50 ℃), 10.2 (60 ℃)로 나타났으며, 

승온 속도는 각각 0.09 ℃/min (40 ℃), 0.2 ℃/min (50 ℃), 

0.26 ℃/min (60 ℃)으로 나타났다. 온도 조건이 상승할수록 

시편에 가해지는 열 에너지량의 증가로 인하여 온도 변화량

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온속도 또한 온도 

변화량과 동일하게 조건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 

온도 변화량과 승온속도 모두 선형적인 상승 추이(R2 = 0.97)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승온속도가 온도 변화량과 동일한 

온도 변화 특성을 보이며, 온도 조건 변화에 대하여 유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실험을 통해 얻어진 0 cycle 시편의 온도 변화 특성을 

기준으로 cycle 진행에 따른 차열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9는 cycle 진행에 따른 차열 성능 변화를 조건 온도별로 

Fig. 7. Methodology for Measuring Temperature Change and

Heating Rate

Fig. 8. Comparison of Factors According to Condition Temperature

Fig. 6. Methodology of Extracted Data for Analysis of Exothermic

Uniformity

Fig. 9.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by Cycl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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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그래프이다. cycle 진행에 따른 변화 추이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0 cycle 시편의 차열 성능을 100%로 설정하

고, 이후 각 cycle 시편의 차열 성능을 비율로 나타냈다. 

사이클 진행에 따른 성능 변화는 24 cycle 경과 시 최종적으로 

40 ℃에서는 100% 50 ℃에서 97.2%, 60 ℃에서 96.18%로 

나타났다. 온도 변화가 가장 큰 60 ℃ 조건 온도를 기준으로 

성능을 분석하면, 미세한 성능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6 cycle과 12 cycle에서는 이전 cycle의 성능 

대비 각각 2%p 만의 수치 하락이 발생하였다. 그 후, 24 

cycle에서는 12 cycle과 거의 동일한 성능 수치를 기록하였

다. 50 ℃ 조건 온도 또한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성능 하락을 

기록하며 비교적 성능 변화 영향이 미미하였다. 40 ℃ 조건 

온도에서는 cycle 진행에 따른 성능 변화가 거의 없이 수치가 

유지되어 레일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최종적으로, 고온 조건일수록 성능 변화의 영향이 증가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40 ℃ 이하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4 cycle 진행시에

도 약 4% 정도의 성능 하락 이후 약 96 ± 1% 수치에서 

수렴하며 레일 진동으로 인한 차열 도료의 성능 변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도료의 온도 변화에 대한 승온 속도 변화는 Fig. 10과 

같으며, 40 ℃에서의 승온속도는 평균 0.09 ℃/min, 50 ℃에서

는 평균 0.2 ℃/min, 60 ℃에서는 평균 0.26 ℃/min으로 나타났

다. cycle 진행과 관계없이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의 승온 

속도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모든 온도 조건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승온속도에서 성능 변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cycle 변화에 따른 성능 하락 영향이 4% 내외이고, 

온도 변화 또한 0.4 ℃ 이내를 기록하며 변화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레일 진동은 승온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온도 상승량 변화와 마찬가지

로 레일 진동에 대한 도료의 승온 속도 변화가 매우 미미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온도 측정 위치에 따른 차열 성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C1과 TC2에서 측정된 온도 데이터 비교를 진행하

였으며 결과는 Fig. 11과 같다. 각 cycle 별 온도 차이 값은 

0.9 ℃ (0 cycle), 0.2 ℃ (6 cycle), 0.8 ℃ (12 cycle), 0.2 ℃ 

(24 cycle)이다. cycle 진행에 대한 추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모든 cycle에서 0.9 ℃ 이하의 온도 차이가 발생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측정 온도 위치 변화로 인한 

성능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시편의 국부적인 면적에

서의 성능 하락 혹은 열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된 시편의 열화상 이미지를 살펴보았

다. Fig. 12와 같이, cycle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온도의 최대값

과 최소값이 상승(32.9 ℃~33.7 ℃ (0 cycle), 32.9 ℃~33.8 

℃ (6 cycle), 33.1 ℃~34.1 ℃ (12 cycle), 33.5 ℃~34.1 ℃ 

(24 cycle))하나 시편 전체 면적에서의 온도 분포를 기준으로 

Fig. 10. Heating Rate Performance Change by Cycle Progress

Fig. 11. Temperature Difference by Measuring Point

Fig. 12. Temperature Difference by Measuring Point



차열도료의 장대레일 적용 시 레일 진동에 의한 차열 성능 변화 영향 평가  177

시편 내 위치별 최대 1 ℃ 미만의 온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레일 진동으로 인한 국부적인 차열 

성능 저하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4.2 차열 균일도

Fig. 13은 cycle 진행에 따른 차열 균일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Sk 값의 경우 cycle 진행과 관계없이 모든 값이 

정규분포 값인 0 이하로 나타나며 중앙값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온도가 더 높아 고온 영역의 비중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모든 데이터의 절대값이 0.6 이내를 기록하며 

정규분포(Sk: 0)에 가까운 우수한 균일도를 보였다. Ku 또한 

모든 값이 3 이하로 나타나며 온도 분포가 정규분포 대비 

넓고 고르게 분산되어 첨두(Peak)값이 낮고 완만한 특성을 

보였다. 절대값이 3과 1.8 사이의 값을 보이면서 정규분포

(Ku: 3)에 가까운 우수한 균일도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레일 진동 영향으로 인한 시편 표면의 차열 균일도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온도 조건과 cycle 진행과 관계없이 우수한 

균일도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대레일 진동에 대한 차열 도료의 접착성

과 그로 인한 차열 성능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차열 도료가 도포된 레일이 2년간(24 cycle) 차량이 

유발하는 진동에 노출되어도 60 ℃ 조건 기준 최대 

성능 대비 96 ± 1%의 성능을 유지하며 진동에 대한 

우수한 내구성을 갖는다.

2) 레일 진동으로 인한 차열 성능 변화가 미미하여 시편 

표면의 승온 속도는 cycle 진행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3) 반복적인 레일 진동에 노출 시, 시편 표면에서 국부적인 

성능 하락은 발생하지 않으며 차열 균일도 또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레일 진동에 대한 차열 도료의 우수한 

접착성 및 장기 내구성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레일 적용 

시 하절기 열차의 안전 운행 및 정시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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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궤도강성이 큰 콘크리트궤도는 유지관리에 이로운 점이 

많고, 초기 건설비 및 보수비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

을 비교할 경우 자갈도상 궤도에 비해 콘크리트궤도가 유리

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철도건설 신설노선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갈궤도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전제로 

건설되고 있으나 콘크리트궤도는 유지보수를 최소화할 목

적으로 건설되므로 노반은 강성이 크고 고품질인 상부구조

의 높은 성능에 상응하는 고품질 노반이 필요하다. 특히 

콘크리트궤도를 지지하는 노반은 자중 및 반복 열차하중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침하 및 변형을 최대한 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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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철도터널내 콘크리트궤도의 틀림 발생 원인

Causes of Misalignment of Concrete Tracks in Railroad Tunnels 

in Cold Weather

우병구*⋅박종찬**⋅임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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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railway tunnels, concrete tracks are better than gravel tracks in terms of their life cycle cost (LCC), which includes initia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Concrete tracks should have high-quality roadbed corresponding to the high-performance 

superstructure with high rigidity and high quality. Low-quality concrete tracks are more likely to be damaged due to the uplift

deformation of the roadbed. In particular, some sections of railway tunnels where inverted concrete is not installed, misalignment 

occurs in some cases due to roadbed elevation. Because of these track misalignments, the operation speed of trains is limited in 

some sections of public railway tunnels, which causes problems in railway oper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rack misalignment

and floor elevation are measured for a target railway tunnel; the inflow of groundwater is confirmed through drilling. In addition, 

rainfall and temperature data are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ey words : Invert Concrete, Track Misalignment, Field Measurement, Roadbed Uplift

요 지

철도터널에서 콘크리트 궤도는 초기 건설비 및 보수비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할 경우 자갈궤도에 비해 유리하다. 

이러한 콘크리트궤도의 노반은 강성이 크고 고품질인 상부구조의 높은 성능에 상응하는 고품질 노반이어야 한다. 저품질의 

콘크리트 궤도는 노반의 융기로 인해 궤도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버트 콘크리트가 시공되지 않은 철도터널

일부구간에서 노반 융기로 인해 궤도틀림으로까지 발전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궤도틀림으로 인해 공용중인 

철도터널 일부구간에서 열차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철도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상 

철도 터널에서 궤도 틀림량과 바닥면 융기량을 계측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판단되는 지하수의 유입여부를 천공을 통해 확인하였

다. 또한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강우 및 온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인버트 콘크리트, 궤도틀림, 현장계측, 노반 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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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품질의 노반이 동반 안 된 콘크리트 궤도는 

노반의 융기로 인해 궤도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버트 콘크리트가 시공되지 않은 철도터널 일부구간

에서 노반 융기로 인해 궤도틀림으로까지 발전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궤도틀림으로 인해 공용중인 철도터

널 일부구간에서 열차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철도운행

에 문제가 생기는 실정이다.

터널내 노반 융기를 일으킨 사례는 Lee et al. (2013) 연구논

문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노반융기 현상

을 경험하였다. 융기의 주요 원인은 광물의 팽창, 암반의 

압착, 단층파쇄대, 지진, 지하수 고압력, 슬라이딩 등이 있다. 

노반 융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버트콘크리트를 설치하

여 라이닝과 폐합하여야 하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는 구간

에서 노반 융기가 일어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철도터널내 온도변화 사례는 Baek et al. (2014) 연구논문

에 의하면 터널터널내 온도변화는 열차운행에 의해 외기온

도의 영향을 받으며 입⋅출구부 일정구간은 동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터널 내부의 온도변화는 외기온도의 

지속시간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지속시간에 따른 터널 내부 

라이닝의 동결깊이 및 터널의 단면적 크기와 차량의 통과횟

수 등의 일부 영향인자도 외기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Andrén and Dahlström, 

2008).

궤도틀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하여 보수

방법을 강구하는데 신규 철도노선이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콘크리트궤도에서 궤도틀림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

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궤도틀림으로 

문제가 된 철도 터널구간을 현장 계측 및 기상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궤도틀림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대상 터널

대상 터널구간은 2011년에 준공되어 공용중인 터널 일부구

간을 선정하였다. 총연장 1,423 m, 평면선형(곡선 R = 1,600, 

R = 5,000, 복심곡선), 환기방식은 자연환기식, 갱문형식(시

점부 원통절개형, 종점부 면벽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Fig. 1에 나타내었다.

2.1 외관 조사

대상 터널에서 들뜸 및 도상콘크리트 파손의 문제가 발생

한 구간은 STA.000K543~STA.000K583 곡선 구간(R = 5,000 

m)으로 외관조사 결과는 Fig. 2와 같다.

외관 조사 결과 바닥콘크리트는 들뜸 등이 없는 전반적으

로 건전한 상태이나 바닥콘크리트와 도상콘크리트의 시공

이음부 들뜸 현상은(상선-외측 : 2,000 mm, 하선-내측 : 270 

mm~520 mm, 하선-외측 : 420 mm~1,000 mm) 대체적으로 

외측이 심한 상태로 발생되었고 신축조인트와 인접하여 들뜸 

높이가 14 mm 및 균열(파손) 현상이 각 1개소씩 조사되었다.

외관 조사 결과 바닥콘크리트는 들뜸 등이 없는 전반적으

Fig. 1. Tunnel Drawing

(a) TCL Damage (b) Uplift (c) Crack

Fig. 2. Visual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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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전한 상태이나 바닥콘크리트와 도상콘크리트의 시공

이음부 들뜸 현상은(상선-외측 : 2,000 mm, 하선-내측 : 270 

mm~520 mm, 하선-외측 : 420 mm~1,000 mm) 대체적으로 

외측이 심한 상태로 발생되었고 신축조인트와 인접하여 

들뜸 높이가 14 mm 및 균열(파손) 현상이 각 1개소씩 조사되

었다.

2.2 지반 조건 및 굴착 패턴

대상 터널의 주요손상구간은 연암지층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P3 패턴으로 굴착되었다(Fig. 3).

손상구간 지반조건은 인접 비 손상 구간보다 양호한 연암

지층이었고 굴착패턴 또한 인접 구간(P4~P5)보다 안정적인 

P3으로 굴착되었으며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전 계측결과가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렴상태로 검토 되었으므로 터널 안전

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궤도틀림 및 융기량 조사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궤도틀림양은 선로유지관리지

침(Table 1)과 같으며, 그 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KR, 2015).

3.1 궤도 틀림

대상 터널 전 구간에 대해 레일 계획고를 기준으로 종단측량

을 시행하였고 손상이 심화된 구간에서는 상, 하행선 레일 4개 

지점에서 5 m 간격으로 측량을 수행하였다(Fig. 4, Table 2).

레일면고의 설계값과 실측값을 비교해 보면 최대 변위량

(면틀림 양)을 나타내는 000km560~570구간 레일4에서 최소

인 34 mm, 레일2에서 최대인 58 mm로 나타났다.

이는 선로유지관리지침 고속철도 최대 기준치 30 mm를 

거의 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3.2 융기량 조사

Fig. 5에서 터널 바닥면의 융기량을 횡단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터널 중앙부인 바닥5에서 118 mm로 최대값을 나타내고 Fig. 3. Major Damage Area

Management Step
Limit Value

Note
Misalignment (mm) Standard Deviation

Construction Value

(CV)

N_10 m ≤ 2

N_20 m ≤ 3

Nall ≤ 5

N_SD_10 m ≤ 1.0

N_SD_20 m ≤ 1.3

Target Value

(TV)

N_10 m ≤ 3

N_20 m ≤ 4

Nall ≤ 7

N_SD_10 m ≤ 1.3

N_SD_20 m ≤ 1.7

Warning Value

(WV)

5 ≤ N_10 m < 10

7 ≤ N_20 m < 14

10 ≤ Nall < 18

N_SD_10 m ≥ 1.9

N_SD_20 m ≥ 2.6

Action Value

(AV)

N_10 m ≥ 10

N_20 m ≥ 14

Nall ≥ 18

-

Speed Reduction Value

(SV)

15 ≤ N_10 m < 18

20 ≤ N_20 m < 24

24 ≤ Nall < 30

- 230 km/h

18 ≤ N_10 m < 22

24 ≤ N_20 m < 28

Nall ≥ 30

- 170 km/h

N_10 m ≥ 22

N_20 m ≥ 28
-

less than

160 km/h

Table 1. High-speed Railway Misalignment Management Standards (K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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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바닥융기 현상의 최대 위치는 000km560~000km570

으로 모든 측점의 변위량(융기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터널 바닥 횡단면의 각 측정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면 중앙부로 갈수록 융기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궤도틀림 발생 원인

궤도틀림의 원인으로 인버트 콘크리트가 부설되지 않아 

바닥 기초 콘크리트와 배수로 측면 사이에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인해 지하수가 콘크리트 보조 도상

층(Protection Concrete Layer, PCL)과 도상층(Track Concrete 

Layer, TCL) 사이에 유입되고 빙결되어 융기 및 궤도틀림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4.1 지하수 유입 조사

집수정에서 흐르는 물의 유속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집수정은 양호한 물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점에서 

물이 정체되거나 느리게 관찰되었다. 궤도틀림이 발생한 

구간에서 유독 물이 정체되고 느리며, 배수관로가 파손된 

곳이 여럿 있었다(Fig. 6).

터널 굴착 시 연암으로 확인 개소는 지보재 보강으로 

라이닝과 일체화하는 인버트 콘크리트가 설치되지 않았으

며, 바닥 기초콘크리트와 배수로 측벽 콘크리트가 맞닿는 

부위에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7).

이는 지하수가 콘크리트 보조도상층과 콘크리트 도상층 

사이에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콘크리트 궤도

를 천공하여 지하수의 유입 여부를 확인했다(Fig. 8).

확인결과 콘크리트 보조도상 층과 도상 층 사이로 지하수

가 유입되어 기초 암반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는 가혹한 

No.
Location (STA.000k+)

553 558 563 568 573

Rail 1 3 30 47 44 23

Rail 2 12 43 58 51 11

Rail 3 12 37 42 45 38

Rail 4 10 23 34 34 27

Table 2. Rail Displacement based Estimated Level (Unit : mm)

(a) Rail 1

(b) Rail 2

(c) Rail 3

(d) Rail 4

Fig. 4. Comparison by Rail Location

(a) Cross Section

(b) Floor No.5 Data

Fig. 5. Bottom Surface He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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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조건과 연계되어 궤도틀림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온도 및 강우량 데이터 분석

앞서 확인한 지하수 유입에 혹독한 기온조건이 더해져 

콘크리트 궤도 보조도상층과 도상층 사이가 동결이 되어 

최종적으로 궤도틀림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후조건(강우량 및 대기온도)을 조사/분석 해보고자 한다

(Kharseh, 2019). 강우량 및 대기온도의 데이터는 기상청에

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2.1 강우량 데이터 분석

Table 3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대상교량 지역의 월별 

강우량 변화 추이이다.

2009년 12월 선로개통 이후 이 지역의 강우량을 분석해 

보면 2012년 동절기(2012.12.~2013.2.) 누적강우량 143.1 mm

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동절기에 기록한 누적강우량 143.1 mm의 

특이점은 조금씩 여러 날에 걸쳐 내리는 강우량이 아니라 

Fig. 6. Drain Conduit Damage

(a) Cross Section of Inflow Location

(b) Groundwater Inflow under TCL

Fig. 7. Groundwater Inflow at Construction Joint

(a) Drilling Location

(b) Check Groundwater Inflow after Drilling

Fig. 8. Bottom Surface Heaving (No.5)

Year
Month (mm/month)

December January February Sum

‘10 17.2 2.8 52.9 72.9

‘11 10.3 16.0 5.0 31.3

‘12 47.6 40.5 55.0 143.1

‘13 30.5 10.5 23.6 64.6

‘14 18.8 17.5 32.2 68.5

‘15 27.4 4.5 68.7 100.6

‘16 59.1 10.2 29.5 98.8

‘17 24.0 6.9 23.8 54.7

‘18 30.0 1.0 28.5 59.5

‘19 19.7 68.1 57.4 145.2

Table 3. Monthly Rainfal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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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최고 강우량에서도 33.5 mm (2012.12.14. 최저 -8.6 ℃, 

최고 3.8 ℃), 31 mm (2013.1.21. -0.4 ℃, 1.5 ℃), 41 mm 

(2013.2.1. 2 ℃, 8.3 ℃)로 지하수위를 상승시키는 유의미한 

데이터로 여겨진다. 이는 배수구 측벽으로 유입되는 지하수

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4.2.2 온도 데이터 분석

유입된 지하수를 동결시켜 궤도틀림에 문제가 되는 대기

의 온도는 Fig. 9와 같이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2011년 3월 상⋅하선 개통 완료 이후 연도별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궤도틀림이 발생한 2012년 동절기(12.12~13.02)

에 유의미하게 온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통 완료 이후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 내내 영하권에 머물면서 지속적인 한파가 이어졌음

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궤도 보조도상층과 도상층 

사이가 동결이 되어 궤도틀림이 발생했다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터널내 콘크리트 궤도의 틀림 원인 

규명하기 위해 외관 조사 및 데이터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관조사 결과 바닥 콘크리트와 도상콘크리트의 시공이

음부 들뜸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궤도 

면틀림은 최대 58 mm, 바닥면 들뜸현상은 최대118 mm

가 발생함.

2. 시공이음부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인해 콘크리트 보조도상층과 도상층 사이에 유입

되는 결과 초래함.

3. 유입된 지하수가 빙결되어 융기 및 궤도 면틀림을 발생

시켰으며, 이는 궤도틀림이 발생한 2012년 동절기에 

강우량 및 대기온도가 터널 개통 이후 가장 기상조건이 

혹독한 것이 원인이 됨.

콘코리트 궤도의 틀림 원인 분석결과 인버트 콘크리트가 

설치되지 않아 시공이음부에 지하수가 유입되어 빙결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는 지하수 유입과 빙결에 의한 궤도 

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선 인버트 콘크리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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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으로 보강된 풍력발전 기초의 말뚝 배열에 따른 수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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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Tests on Lateral and Overturning Resistance according 

to Pile Arrangement for Wind Turbin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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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lateral resistance and bending moment of a wind turbine foundation reinforced with piles on the bedrock were

evaluated through modeling tests considering the cross-sectional size and presence of piles. The lateral resistance of a small foundation 

(16 m) with piles was found to be 1.84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existing wind turbine foundation (20 m). After installing

eight piles in the wind power turbine foundation, the outer and inner circles were compared, and the lateral resistance at the outer 

circle with piles was found to be the largest. Moreover, the lateral resistance force was similar for the series, parallel, and diagonal

arrangements of six piles. The bending moment increased based on the order of the front, right, and back rows. The maximum

bending moment of the pile for the front row was observed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wind turbine foundation and rubble bed, 

while that for the right and back rows was observed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rubble layer and bedrock.

Key words : Wind Turbine Foundation, Lateral Resistance, Overturning

요 지

본 연구는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암반지반에 말뚝으로 보강된 풍력발전기초의 수평저항력 및 휨모멘트를 평가하였다. 특히

풍력발전기초의 단면크기와 말뚝 유무에 따른 풍력발전기초의 수평저항력 및 휨모멘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면이

큰 기존 풍력발전기초(20 m)에 비해 단면을 축소하여 말뚝을 보강한 풍력발전기초(16 m)의 수평저항력이 1.84배 더 크게 

나타났다. 풍력발전기초에 말뚝을 8개로 보강 후 외측원과 내측원을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외측원의 수평저항력이 크게

나타났다. 6개의 말뚝으로 직렬, 병렬, 대각선 배열을 비교를 통해 유사한 수평저항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풍력발전기초와

암반지반에 근입 되어있는 말뚝의 휨모멘트 측정결과 전열, 우측열, 후열 순으로 휨모멘트가 크게 나타났다. 최대 휨모멘트 

발생위치는 전열의 경우 풍력발전기초와 사석층 경계면에서, 우측열과 후열의 경우 사석층과 암반지반의 경계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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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풍력발

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대형화로 인해 내륙보다는 해상에 건설되는 경향이 많다. 

해상에 건설됨에 따라 풍력타워를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초형식들이 적용되고 있다. 기초형식으로는 중력식 확대

기초, 모노파일기초, 부유식 기초, 석션버켓기초 등이 적용

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대형화는 해상풍력발전 구조물

의 기초시공 비용의 증가로 경제적인 기초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상풍력발전 구조물의 경우 풍력과 

파력 등으로 인해 구조물의 수평저항력 및 휨모멘트에 대한 

중요도가 크다. 따라서 수평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해상

풍력구조물의 활동, 특히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상풍

력구조물의 대형화로 인한 경제성과 수평저항력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풍력기초의 단면을 

축소하여 기초와 암반지반 사이를 말뚝으로 보강하는 새로운 

공법이 검토되었다. 이 공법은 최근 말뚝으로 보강된 Tiecell 

공법과 유사한 공법이다. Tiecell 공법은 기존 블록식공법에 

말뚝을 관입하여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시킨 공법이

다. 즉 말뚝을 통해 블록간 결합과 그리고 블록과 지반사이 

인장력을 구현한 것이다. 기존 블록식공법은 블록자체 자중

과 블록간 존재하는 마찰력이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블록과 지반 사이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Tsinker, 1997). 현재 Tiecell 공법의 경우 방파제나 안벽 

등에 적용된 연구(Kang et al., 2021) 및 시공사례가 있으나 

해상풍력 기초구조물에 적용된 경우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는 상태이다.해상풍력의 기초는 우선적으로 지지력 확보

가 중요하므로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형식이 달라지게 된다. 

지반 상태가 좋은 암반지반이나 조밀한 모래지반의 경우 

중력식확대기초 적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노파

일 또는 석션버켓과 같은 기초공법을 적용한다(Negro et 

al., 2014; Esteban et al., 2015). 예를 들어 석션버켓 해상풍력

기초의 경우 Houlsby et al. (2005)와 Kelly et al. (2006)는 

점토와 사질토에서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한 버켓 기초의 

동적응답을 예측하기 위해 현장실험을 수행하는 등 점토와 

사질토 지반에서의 풍력기초들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

되었다. 또한 기초를 통해 해상풍력구조물의 하중이 지반으

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중력식확대 해상풍력기초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었다(Esteban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실내모형시험을 통해 암반지반에서 말뚝으로 보강된 해상

풍력발전 기초구조물의 적용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2. 실내모형실험

2.1 실험방법

2.1.1 상사법칙 및 제원

말뚝으로 보강된 천공타이셀 기초의 수평저항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실내모형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조건과 모

형실험의 일치를 위해 Iai (1989)의 법칙 제2형태를 적용하였

다(Table 1).

Iai (1989)의 상사법칙에 따라 모형실험에 사용될 재료들

은 Table 2와 같다.

실내모형실험의 모식도는 Fig. 1과 같다. 수평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정시킨 수평하중장치를 설치하여 그 끝단

에 로드셀을 설치하였고, 타워의 수평하중 값을 측정하기위

해 로드셀 바로 하단에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활동과 

전도의 측정을 위해 타워기초부에 변위계를 설치하였으며 

각 변위계는 데이터 로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Quantity Scaling Factor Model Prototype

Lateral length  1 28.61

Vertical length  1 28.61

Density 1 1 1

Stress and pressure  1 28.61

Time 
3/4 1 12.37

Acceleration 1 1 1

EI of pile/width 
7/2 1 125,260

Displacement 
3/2 1 153.03

Bending moment 
3 1 23,418.2

Strain 
1/2 1 5.35

Table 1. Generalized Scaling Law (Iai, 1989)

Category Prototype (m) Model (mm)

Pile
Length 12 419.4

Diameter 0.636 22.22

Wind Tower
Length 97.16 3400.0

Diameter 4 139.8

Loading Point 80.2 2800.0

Foundation of 

Wind Tower

Diameter
20 699.1

16 559.3

Height 4 139.8

In-situ
Height 8 279.6

Width 24 838.9

Height of Mound 1 35

Table 2. Material Characteristics Applied to Iai’s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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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실험장비

실내모형시험의 구현을 위한 실험장비들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타워기초 및 원지반(풍화암) 구현을 위해 모르타르

를 사용하였으며 Fig. 2와 같이 거푸집 제작으로 모형을 

제작하였다. 모형 말뚝은 7일 양생 후 제거하였으며, 타워기

초 및 원지반 모형은 28일 이상 충분히 양생하여 모형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말뚝은 동관으로 제작된 원형 

말뚝을 사용하였으며, 제원은 Table 3과 같다. 말뚝의 휨모멘

트 측정을 위해 말뚝에 5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하였으

며 Fig. 3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계측기기는 변형률계, 하중

계, 변위계를 사용하였다. 변형률계는 Tokyo-sokki 사의 

FLA-5-11-5L 타입이다. Gauge factor 2.13, Gauge resistance 

120.4±0.5 의 값을 나타내며, 이 제품의 경우 별도의 캘리브

레이션 조정을 필요가 없다. 말뚝의 휨 모멘트 측정을 위해 

Fig. 4와 같이 각 말뚝에 5개씩 7 cm 간격으로 부착하였으며, 
Table 1. Generalized Scaling Law (Iai, 1989)

(a) Modelling concrete formwork (C) After concrete casting for wind turbine foundation 

reinforced with piles on the bedrock

(b) Buried the connection bolt and pile for the 

wind turbine tower

(d) After concrete casting for wind turbine foundation 

(existing form without pile)

Fig. 2. Wind Turbine Foundation and Bedrock Production

L

(mm)

D

(mm)

T

(mm)

E

(MN/cm2)

Moment of Inertia, I

(cm4)

EI

(MN·cm2)

420 22.22 1.65 12.25 0.567 6.9494

Table 3. Specifications of 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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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선은 단선 방지를 위해 모형 말뚝에 드릴링 후 내부로 

연결하였다. 하중 재하장치는 CBR테스트에 사용되는 스크

루잭을 사용하였으며, 끝단에 로드셀을 장착하여 하중값을 

얻었다. 변위계는 기초지반에 2개(수평변위, 전도), 타워기

둥의 상단부 하중재하장치부에 1개를 설치하였다.

2.2 실내모형실험 실시

2.2.1 실험 케이스

실험은 Table 4와 같이 8가지 형태로 진행하였다. 크게 

두 가지의 실험을 하였으며, 첫 번째로 풍력기초의 직경 

비교와(Case 1~3) 말뚝관입 여부(Case 2~3)에 따른 비교를 

하였다. 두 번째로는배열에 따라 Outside, Inside, Serial, Parallel, 

Diagonal (Case 4~8)을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말뚝 

16개를 관입한 Case 2를 기준으로 값들을 비교하였다. Fig. 

5는 Table 4를 말뚝의 배열과 위치를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2 실험절차

말뚝으로 보강된 천공타이셀의 효과 검증을 위한 모형실

험의 방법은 Fig. 6과 같이 원지반 설치, 사석층 포설, 풍력기

초 설치, 말뚝관입, 풍력타워 연결, 계측장치 설치, 하중재하

(1 mm/min.) 순으로 진행하였다. 하중재하 속도는 1 mm/min.

으로 하여 속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였고, 최대 수평변위

가 25 mm 발생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하중재하를 실시하였다.

Fig. 3. Installation of Strain Gauges

(a) Attachment method of 

strain gauge

(b) Strain gauges mounted 

position

Fig. 4. Strain Gauge Attachment Method and Location

No.
Foundation Diameter Pile 

penetration

Pile 

arrangement

Number of 

piles
Piles by location

Prototype Model

Case 1 20 m 699 mm X X 0 -

Case 2 16 m 559 mm O O 16 1~16

Case 3 16 m 559 mm X X 0 -

Case 4 16 m 559 mm O Outside 8 1~8

Case 5 16 m 559 mm O Inside 8 9~16

Case 6 16 m 559 mm O Serial 6 1, 5, 9, 10, 13, 14

Case 7 16 m 559 mm O Parallel 6 3, 7, 11, 12, 15, 16

Case 8 16 m 559 mm O Diagonal 6 4, 8, 9, 12, 13, 16

Table 4. Summary of Modelling Tests

Fig. 5. Mode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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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모형실험 결과

3.1 수평 저항력 평가

3.1.1 기초의 크기와 말뚝 관입의 수평저항력

Fig. 7은 기초형식에 따른 수평저항력을 비교한 그래프이

다. 수평변위는 말뚝이 없는 경우(Case 1, 3) 수평저항력이 

수렴한 지점인 25 mm까지 측정하였다. 수평저항력 측정결과 

풍력기초 크기가 큰 Case 1 (130.34 N)이 Case 3 (69.58 N)보다 

크게 나타났다. 말뚝이 보강된 Case 2 (241.08 N)의 경우는 

Case 1 (130.34 N)보다 1.87배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단면이 줄어든 기초에 말뚝을 보강한 

(a) Installing Foundation (b) Rubble mound layer laying

(c) Wind turbine foundation installation (d) Wind turbine tower connection

(e) Pile penetration (reinforced piles) (f) Measuring instrument installation and experiment view

Fig. 6. Tes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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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teral Resistance According to the Found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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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존의 풍력기초(Case 1)와 초기 수평저항력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일정변위 이후에는 더 큰 수평저항력

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1.2 말뚝의 배열에 따른 수평저항력

말뚝의 배열에 따라 수평저항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배열을 달리하여 Case 2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Fig. 8은 

외측원(Case 4), 내측원(Case 5)을 말뚝 8개로 관입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말뚝의 배열이 내측원(100.94 N)에서 외측원(130.34 N)으

로 멀어짐에 따라 수평저항력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말뚝이 16개 들어간 Cas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평변

위 10 mm 이후로 하중-변위 곡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이는 말뚝의 저항 효과로 판단된다.

Fig. 9는 직렬, 병렬, 대각선의 배열로 6개의 말뚝을 관입후 

수평저항력을 측정하여 말뚝으로 보강된 풍력기초의 전도

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험하였다. 그 결과, 6개의 

말뚝이 관입된 Case 6~8은 수평저항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2 말뚝의 휨모멘트

말뚝의 거동형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부착한 스트레인 

게이지의 값을 이용하여 말뚝의 휨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 

휨모멘트 계산은 Rollins et al. (1998)이 제안한 말뚝에 부착

한 Strain gauge의 압축변형률로 휨모멘트 Eq.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1)

여기서,  : 압축변형률

 : 모형말뚝의 휨강성

 : 모형말뚝의 반경

Fig. 10은 말뚝의 휨모멘트를 나타내기 위해 위치를 나타

낸 그림이다. Fig. 11은 휨모멘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총 

3곳에서 말뚝의 휨모멘트를 측정하였고 하중작용방향에서 

앞쪽에 위치한 전열, 가장 뒤쪽에 위치한 후열, 오른쪽 바깥지

점에 위치한 우측열로 각각 표기하였다. Fig. 11의 y축은 

무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해 말뚝 근입깊이(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위치)에 타워기초의 높이(13.98 cm)를 나누어 나타냈다.

전열의 경우 최대휨모멘트 작용점은 -1위치에 나타났으

며 이는 타워기초의 바닥면과 사석층 사이의 경계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열과 우측열의 경우 -1.5지점에

서 나타났으며 이는 사석층 바닥면과 원지반 경계면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최대 휨모멘트 크기는 전열 2,398 

N⋅cm 우측열 1,014 N⋅cm 후열 914 N⋅cm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말뚝기초에서와 같이 

전열이 가장 큰 저항력을 가지며 다음으로 우측열, 후열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0

50

100

150

200

250

300

0 5 10 15 20 25 30

L
a
te

r
a
l 

R
e
si

st
a
n

c
e
 (

N
)

Displacement (mm)

Case 2

Case 4

Case 5

Fig. 8. Lateral Resistance According to Arrangement of Pile 

Circles

0

50

100

150

200

250

300

0 5 10 15 20 25 30

L
a

te
r
a

l 
R

e
si

st
a

n
c
e
 (

N
)

Displacement (mm)

Case 2

Case 6

Case 7

Case 8

Fig. 9. Lateral Resistance According to Pile Arrangement Fig. 10. Pile Position



말뚝으로 보강된 풍력발전 기초의 말뚝 배열에 따른 수평 및 전도 저항에 대한 실내모형실험  191

4. 결 론

본 연구는 암반지반에서 말뚝으로 보강된 풍력발전기초

의 수평저항력 및 말뚝의 위치별 휨모멘트를 검토하기 위해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단면이 큰 기존 풍력발전기초(Case 1)와 말뚝으로 

보강된 풍력발전기초(Case 2)의 수평저항력을 비교

한 결과 초기 13 mm 변위까지 수평저항력의 변화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13 mm이후 Case 1은 

수평저항력의 증가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며, Case 

2의 경우는 선형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5 mm 변위에서는 말뚝으로 보강된 Case 2가 

Case 1보다 수평저항력이 1.84배 커지는 효과를 보였다.

(2) 단면이 큰 기존 풍력기초(Case 1)와 말뚝으로 보강된 

풍력기초(Case 2)의 전도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측정한 기초부에서의 수직변위도 Case 2가 Case 1보

다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말뚝으로 

보강된 풍력발전기초가 전도에 대한 안전성이 더 우수

함을 알 수 있다.

(3) 말뚝으로 보강된 풍력발전기초에 말뚝의 개수와 배열

의 종류를 다르게 한 결과 8개의 말뚝을 사용한 외측원

(Case 4)과 내측원(Case 5) 비교를 통해 외측원이 1.29

배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개의 말뚝을 사용한 

직렬, 병렬, 대각선의 비교에서는 거의 비슷한 결과값

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휨모멘트를 통해 말뚝의 부재력을 확인한 결과 하중작

용점과 가까운 전열이 우측열과 후열보다 휨모멘트가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 휨모멘트 발생위치는 기초저면

과 사석층 사이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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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방재

월류방지 구조물 설치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침투특성

Seepag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Reservoir Embankment 

Based on Installation of Overtopping Prevention Structures

류정현*⋅이영학**⋅윤보라***⋅이달원****

Ryu, Junghyun*, Lee, Younghak**, Yoon, Bora***, and Lee, Dalwon****

Abstract

In this study, a structure that can effectively prevent overtopping caused by abnormal rainfall was installed in a deteriorative agricultural

reservoir, and seepage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model experiments and numerical analysi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observed by installing a stepped gabion, vertical gabion, and parapet in combination with a gabion retaining wall,

geomembrane, and core on the dam crest. Small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s without defects were found, such as overturning

and failure, to effectively prevent overtopping. A comparison of seepage line and pore water pressure results indicates that the

seepage water drained smoothly to the toe drain through the filter from the upstream slope. It was perceived that the concentration 

of seepage water on the upper part of the dam crest might cause leakage to the upper part of the downstream slope and affect 

the stability of the overtopping prevention structures. The distribution of the hydraulic gradient was found to be stable in all cases

on the downstream slope. The upper part of the downstream slope could be vulnerable to leakage, so careful management is required 

when constructing the geomembrane. Overall, among the three overtopping prevention structures applied, a stepped gabion retaining

wall did not cause such problems as overturning and leakage. Therefore, it is considered better than the other types of overtopping

prevention structure.

Key words : Agricultural Reservoirs, Overtopping Prevention Structure, Large Model Experiment, Numerical Analysis, Seepage Characteristics

요 지

본 연구에서는 노후화된 농업용저수지에 이상강우에 의한 월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월류방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침투특성을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여 현장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험 조건은 댐마루에 Gabion

옹벽, Geomembrane, Core가 복합적으로 설계된 3가지 형식의 월류방지 구조물인 계단형 Gabion 옹벽, 수직형 Gabion 옹벽, 

Parapet을 설치하고 홍수위부터 월류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키며 관측하였다. 실험결과, 변형 및 변위결과는 전도와 파괴 

등의 결함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매우 미소한 수평변위와 수직변위를 나타내어 효과적으로 월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윤선과 공극수압 분포 결과로부터 침투수는 상류사면에서부터 필터를 통해 Toe-drain으로 원활하게 배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댐마루 상부에 침투수가 집중되면 하류사면 상부로 누수를 발생시켜 월류방지 구조물 하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수경사 분포는 하류사면선에서 모든 형식이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잠재적인 취약부가 될

수 있는 하류사면 상부는 누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Geomembrane의 시공 시 섬세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적용된 3개의 월류방지 구조물 중 계단형 Gabion 옹벽은 전도 및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파이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월류방지 구조물보다 우수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농업용 저수지, 월류방지 구조물, 실내모형실험, 수치해석, 침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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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형식은 99%가 필댐으로 구성되어 

있고, 197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저수지가 81%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969년 이전에 설치된 중소규모 저수지의 설계강

우량의 빈도기준은 100년 확률강우량의 1.2배로 현재의 계

획설계기준인 200년 확률 강우량의 1.2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설계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노후화

된 제체는 침투안정성에 취약할 수 있고, 낮은 설계기준은 

최근 500년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홍수에 의한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월류에 의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MAFRA, 2019; Lee et al., 2019; Lee et al., 2020).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내의 경우 여방수로와 취수

시설의 단면보수 및 재설치, 저수지 제체 둑높이기 사업 

등의 방안으로 제체의 보강이 실시되어 왔으며, 추가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설계홍수량에 미달하는 저수지는 순차적

으로 개선할 계획이다(MAFRA, 2020).

필댐의 붕괴는 월류와 파이핑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된 

바 있고(Foster et al., 1988; Foster et al., 2000), 월류는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량의 발생, 여수로 방류량의 부족, 

제체의 여유고가 작을 때 발생하며, 이 때 하류사면에 유속과 

소류력이 작용하여 댐마루와 사면을 침식 및 세굴시킴으로

써 제체의 급진적인 붕괴를 유발한다.

월류로 인한 제방의 붕괴는 제체의 다짐도, 제체의 구성재

료, 댐마루 폭, 사면 경사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잡한 

붕괴메커니즘을 나타내지만,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적합한 

보강방법을 적용해 붕괴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제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Lee and Noh, 2014; Lee 

et al., 2019).

월류로 인한 재해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하류사면

에 Riprap, Gabion, 식생피복공법, 롤러다짐 콘크리트, 고성

능 잔디매트(High performance turf reinforcement mat), 바이

머폴리머(Bio polymer) 등을 사면보호공법으로 적용하여 

월류로 인한 사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는 방법 등이 

적용되었다(Helper et al., 2012; Li et al., 2014; FEMA, 2014; 

Ko and Kang, 2019).

또한 제방에 둑 높이기 방법의 대안으로써 댐마루에 콘크리

트 구조물인 Parapet 및 보강토 옹벽(Mechanically Stabilized 

Earth), 설계수위 이내에서 제체 보호를 위한 홍수 방지벽

(Floodwall) 등 월류방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Duncan et al., 2008; USBR, 2011; USBR and USACE, 

2019).

국내의 경우, 저수지 제체의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둑 높이

기 공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월류방지 측면에서 효과

적이지만 노후화된 많은 저수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설계⋅시공

하는 것은 경제적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월류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월류방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저수지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우수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월류방지 구조물은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고, 둑 높임으로 인한 저수량 증대에 

따른 수몰지역의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화된 농업용저수지의 월류방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침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모형

실험과 수치해석(FEM)을 실시하고, 수위변화에 따른 변형 

및 변위거동, 공극수압 분포, 동수경사 분포 등을 비교분석한 

후 현장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대상저수지 선정 및 사용시료

연구대상 저수지는 공주시 소재의 계룡저수지로 Zoned 

Fill-Type이며, 2011년 덧쌓기가 진행 된 바 있다. 또한 50년 

이상(축조년도: 1964년, 높이: 15.2 m) 경과된 저수지로 제체 

내부의 코어와 필터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

다(Lee and Noh, 2014).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노후화 조건에 

가까운 덧쌓기 전의 단면을 표준단면으로 설정하였다.

사용된 시료의 입도곡선과 물리적 특성은 Fig. 1 및 Table 

1과 같다. Gabion의 채움재는 철망의 간격보다 크고 최대입

경 250 m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KDS 11 

80 15). 따라서 본 실험에선 축소비를 고려하여 2 mm~4 mm체 

사이에 있는 쇄석시료를 채움재로 사용하였다.

2.2 월류방지 구조물

월류방지 구조물은 Fig. 2와 같이 설치재료와 형상에 따라 

총 3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구조물은 Gabion, Geomembrane, 

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형식의 Core 폭은 동일하게 

설치하였다. Gabion은 국내 돌망태옹벽의 기준(MOLIT, 

2020a)에 따라 축소비를 고려하여 댐마루로부터 0.75 cm 근입 

시켰고, Geomembrane은 Gabion 하부제체 및 Core로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포설하였다.

Fig. 2(a)는 계단형 Gaboin 옹벽의 형식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상부층의 전면은 하부층의 최소 폭 1/2 이상을 만족하게 

설치하였고(MOLIT, 2020b), Geomembrane은 Core와 Gabion

의 벽면 및 바닥부에 설치하였다.

Fig. 2(b)는 수직형 Gabion 옹벽의 형식으로 동일한 Gabion

을 수직방향으로 연속해서 쌓은 형식으로, 계단형 Gabion 

옹벽과 동일한 방식으로 Geomembrane을 설치하였다.

Fig. 2(c)는 강화재질의 Parapet 형식으로서 Parapet 전면 

상류사면과 Core 하부까지 Geomembrane을 연속되게 설치

하였다. 이 때, 상부구조물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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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의 덧쌓기 사례 중 평균 증고는 약 3 m로 나타나, 상부구조

물의 높이는 축소비를 고려하여 댐마루 표고부터 3.75 cm로 

설정했다.

Core의 경우, 수위상승에 따른 침투수가 이방성 구조물의 

경계면을 따라 침투되어 하류사면 댐마루 부근을 누수시키

거나 파이핑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Core 상단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연장설치 하였다.

2.3 저수지 모형 축조 및 계측기 위치

Figs. 3, 4, 5는 표준단면 제체의 축소모형과 계측기 매설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토조는 철제 및 투명 특수강화 

재질로 제작하였고, 저수지 기초지반은 불투수층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사하기 위하여 30 cm 두께의 기초지

반을 축조한 후 누수로 인하여 제체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수매트를 포설하고 방수테이프로 마감하였다. 제

체는 모형토조의 크기에서 구현 가능한 표준단면의 최대크

기인 1/80으로 축조하였다.

수직필터는 상부구조물의 하부까지 연장하고 수평필터

는 Toe-drain까지 설치하였다.

공극수압계(정격용량: 50 kPa)는 상류사면 하부(P1), 댐마

루 하부(P2), 하류사면 하부(P3), 댐마루 상부(P4), 하류사면 

상부(P5)에 설치하였으며, 수직 및 수평 변위계(LVDT, 정격용

량: 50 mm)는 6개로 월류방지 구조물의 상류사면측(H1, V1), 

하류사면측(H2, V2), 제체 하류사면(H3, V3)에 각각 설치하

여 Data logger를 통해 Computer에 기록되도록 하였다.

제체 모형 축조에 사용된 성토재료는 균질한 상태로 포설

Fig. 1. Grain Size Distribution

Sample 




 


 max

      USCS

Embankment 2.65 3.19E-06 7.2 19.3 15.3 34.9 SC

Core 2.69 3.11E-08 23.0 15.8 34.3 9.0 CL

Filter 2.62 7.82E-05 - 19.6 - 40.0 SP

Crushed stone 2.65 2.55E-04 - 22.8 - - SP

Table 1.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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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es of Overtopping Preven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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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epped Gabion Retaining Wall

Fig. 4. Vertical Gabion Retaining Wall

Fig. 5. Para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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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2 mm체를 통과한 시료만 사용하였고, 모형축조

는 최적함수비로 기초지반부터 약 5 cm 씩 포설한 후 다짐하

였다. 또한, 기초지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매트, 

방수테이프를 적용하였고, 제체는 최대건조밀도를 기준으

로 상대다짐도가 95% 이상이 되게 축조하였으며 측정된 

상대다짐도는 상류사면, 댐마루, 하류사면 중심부에서 각각 

100%, 97.7%, 99.5%로 측정되었다.

2.4 실험 및 해석방법

제체의 침투거동은 다짐, 단면 축조형식에 따른 배수방법, 

구조물과 토질재료의 물리적 특성, 포화과정, 수위조건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불포화특성함수와 간극 내부의 물의 흐름을 반영

하는 침투해석과, 하중으로 인한 지반의 변형이 동시에 고려

되는 Finite element method (FEM) 해석프로그램인 GTS 

NX (MIDAS IT, 2021)을 사용하였고, 불포화특성함수는 프로

그램에 제시된 Van Genuchten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실험

에서 사용된 토질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매개변수는 Table 

2와 같다(Van Genuchten, 1980; Carsel and Parish, 1988).

저수지에 작용하는 수압은 수위 및 월류방지 구조물 설치

로 인한 하중이 댐마루에 작용하기 때문에 홍수위부터 월류

수위까지의 침투특성이 일반적인 저수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험 및 해석에서 수위조건은 단계별로 제체 

홍수위(S1), 댐마루 수위(S2), 월류수위(S3)로 구분하였고, 

월류수위(S3)는 제체와 구조물을 합한 총 높이를 기준으로 

한 홍수위 높이로 선정하였다.

수위상승은 각 단계에서 P1, P2, P3의 공극수압이 충분히 

포화되어 일정한 상태까지 관측 후 다음 수위조건 단계로 

상승시켰다.

실험 및 해석에 사용된 재료특성과 수위조건은 각각 

Tables 1, 2, 3과 같다.

3. 모형실험 및 해석의 결과 및 고찰

3.1 제체 변형 및 변위분포

저수지의 변형은 제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이동, 다짐도, 

포화도, 수위, 압밀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다르게 나타난다.

제체는 초기 수위상승에 따라 제체내부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특성에 따른 제체의 변형거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Akhtarpour and Salari, 2018), 제방의 기초종류와 지반특성

이 기초지반 내부와 제체의 변형거동에 영향을 미쳐 침하와 

팽창 등의 결과를 나타낸다(Kenji et al., 2021).

또한 건조 및 습윤상태의 토체는 포화도에 따라 작용하는 

부간극수압과 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Liu et al., 2012).

상부구조물이 적용된 제체의 경우, 구조물의 구성재료에 

따라 복잡한 변위거동으로 인한 제체의 부등침하에 의해 

구조물의 결함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누수 발생 및 제체의 설계저수량을 만족시키지 못해 

최종적으로 월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 변위거동의 분석은 

상부구조물의 적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Rogers 

et al., 2010).

Fig. 6은 월류수위(S3) 조건에서 구조물 및 하류사면의 

변형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수위변화에 따른 월류방지 구조

물의 변형은 계단형 Gabion 옹벽의 경우,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파괴 등의 결함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월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직형 옹벽의 경우 홍수위(S1), 댐마루수위(S2) 조건에

서 월류방지 구조물 하부와 댐마루 경계부에 포화도가 상승

하였고, 월류수위(S3)에 도달 직후 누수가 발생하였다. 

Parapet의 경우, 하류사면선의 포화도가 다른 형식에 비해 

Sample     

Embankment 0.46 0.034 1.6 1.37 0.270

Core 0.38 0.007 0.8 1.09 0.083

Filter 0.43 0.045 14.5 2.68 0.627

*  : Residual Water Content,  : Saturated Water Content,  : Curve Fitting Parameters

Table 2. Parameters of the Used Soil-Water Characteristics Curve

Classification
Model’s

Water Level (cm)

Prototype’s

Water Level (m)

Flood Water Level (S1) 16.5 14.6

Dam Crest Water Level (S2) 19.0 15.2

Overtopping Water Level (S3) 20.25 16.2

Table 3. Water Leve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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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s. 7, 8, 9는 수위변화에 따른 구조물 및 제체의 변위거동

을 나타낸 것이다.

수평변위는 계단형 Gabion 옹벽의 경우, 초기 수위상승에 

의해 월류방지 구조물의 상류사면측(H1), 하류사면측(H2), 

하류사면(H3)에서 모두 하류사면 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하

였으며, 월류수위(S3) 조건에서 최대변위는 구조물의 하류

사면측(H2)에서 약 0.011 mm로 작게 나타났다.

수직형 Gabion 옹벽의 경우, 수위상승에 따라 초기에는 

구조물과 사면에서 상류사면 방향으로 약간 이동된 후 하류

사면 방향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월류수위(S3) 

조건에서 최대변위는 구조물의 하류사면측(H2)에서 약 

0.013 mm로 나타났다.

Parapet의 경우, 수위상승에 따라 초기에 구조물의 상류사

면측(H1)에서 상류사면쪽으로 이동되고, 최종적으로 하류

사면 방향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구조물의 하류사

(a) Horizontal Displacement (b) Vertical Displacement

Fig. 7. Displacement in Stepped Gabion Retaining Wall

(a) Horizontal Displacement (b) Vertical Displacement

Fig. 8. Displacement in Vertical Gabion Retaining Wall

(a) Stepped Gabion (b) Vertical Gabion (c) Parapet

Fig. 6. Distribution of Deformation at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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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H2)과 하류사면(H3)의 경우는 하류사면 방향으로 이동

되었으며, 월류수위(S3) 조건에서 구조물의 하류사면(H2)

에서 약 0.006 mm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변위는 계단형 Gabion 옹벽의 경우, 수위상승에 따라 

모든 위치에서 증가한 후 일정하게 나타났다. 최대변위는 

월류수위(S3)의 하류사면(V3)에서 약 0.153 mm로 나타났다.

수직형 Gabion 옹벽의 경우, 수위상승에 따라 하류사면

(H3)에서 변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구조물

의 상류사면(H1)과 하류사면(H2)에선 수직변위가 거의 발

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P4, P5의 위치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구조물 하부제체에서 포화과정에 의한 침하와 팽창에 따른 

영향이 다른 방법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대변위는 월류수위(S3)의 하류사면(V3)에서 약 0.170 mm

로 나타났다.

Parapet의 경우, 수위상승에 따라 구조물의 모든 위치에서 

증가한 후 일정하게 나타났다. 최대변위는 월류수위(S3)의 

하류사면(V3)에서 약 0.145 mm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평 및 수직변위는 제체의 높이에 비해 수평

변위는 약 0.006%, 수직변위는 약 0.08%의 매우 미소한 

변형을 나타냈다. 또한,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제체가 포화되

며 수압이 하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수평변위는 구조물이 위치한 댐마루에서 가장 크고, 

수직변위는 하류사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 침윤선 분포

Fig. 10은 Parapet 월류방지 구조물의 수위조건을 홍수위

(S1), 댐마루 수위(S2), 월류수위(S3)로 변화시켰을 경우의 

침윤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형식의 침윤선은 유사하

게 분석되어 Parapet 형식만 나타내었다.

Parapet의 경우, 댐마루 수위(S2)와 월류수위(S3) 조건에

서 상류사면의 침윤선이 다른 형식들에 비해 코어 하부의 

필터에 가깝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형식

과는 다르게 Core에 Geomembrane이 설치되었고, 노출된 

댐마루 상류사면으로 침투가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계단형 Gabion 옹벽의 경우는 Parapet과 유사하게 홍수위

(S1) 조건에서 제체의 침윤선은 침투수가 상류에서부터 수

직필터를 통해 Toe-drain으로 원활히 배수되었다.

댐마루 수위(S2)와 월류수위(S3) 조건에서는 월류방지 

구조물의 하부로 포화가 진행되며 필터에서 침윤선의 높이

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조물의 하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침투되는 침윤선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형 Gabion 옹벽은 댐마루 수위(S2) 조건에서 계단형 

Gabion 옹벽보다 코어쪽으로 침윤선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누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모든 형식에서 수위상승에 따라 제체가 포화

되고, 침윤선은 상류사면에서부터 필터를 통해 Toe-drain으

로 원활하게 배수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a) Horizontal Displacement (b) Vertical Displacement

Fig. 9. Displacement in Parapet

Fig. 10. Distribution of Seepage Lines in Para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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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극수압 분포

Figs. 11, 12, 13은 월류방지 구조물에서 측정된 공극수압

과 해석한 공극수압의 분포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

로 모든 형식에서 공극수압의 거동은 단계별 수위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일정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상류사면 하부(P1), 댐마루 하부(P2), 하류사면 하부(P3)

는 모든 형식에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급격한 증가경향을 

나타내며 이후 일정 값에 수렴하는 반복적인 경향을 나타냈

다. 그러나 하류사면 하부(P3)에서 Parapet의 경우 월류수위

(S3) 단계에서 다른 형식에 비해 다소 높은 공극수압을 나타

냈는데, 이는 침투면이 하류사면에 가까워져 침투거리가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월류방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인 댐마루 상부

(P4)에서는 모든 형식에서 침투가 시작되며 점차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위치는 월류방지 구조물 

하부의 차수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시공시 

(a) Experiment Results (b) Analysis Results

Fig. 11. Distribution of Pore Water Pressures in Stepped Gabion Retaining Wall

(a) Experiment Results (b) Analysis Results

Fig. 12. Distribution of Pore Water Pressures in Stepped Gabion Retaining Wall

(a) Experiment Results (b) Analysis Results

Fig. 13. Distribution of Pore Water Pressures in Para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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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류사면 상부(P5)는 모든 형식에서 모형실험에서는 가

장 작은 값을 나타냈고, 수치해석 결과에서는 불포화상태를 

나타냈다. 실험치와 해석치의 차이는 흙의 초기함수비상태

에서 불포화특성함수에 따른 부의 공극수압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류에서의 침투수가 수직필터를 

통해 수평필터로 급격하게 배수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필터는 높은 수위에서도 침투수를 원활하게 배수

시킴으로써 침윤선을 저감시키고 파이핑을 방지하는데 매

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3.4 동수경사 분포

파이핑은 제체의 저면과 하류사면에서 발생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파이핑은 토체와 이방성구조물

간의 경계면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FEMA, 2015; Xie et al., 2018). 파이핑 가능성에 

대한 평가방식은 동수경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한계유속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 중 한계동수경사(Icr)를 이용

하여 저수지 파이핑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동수경사가 한계동수

경사의 절반이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Terzaghi et 

al., 1996; MOLIT, 2016; Lee et al., 2018).

동수경사의 측정은 Darcy법칙을 기초로 물의 유속과 투수

성을 기초로 실험에 의해 측정된 공극수압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제체 붕괴에 관련한 다양한 제체의 침투거동

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Fredlund et al., 2012; Okeke 

and Wang, 2016; Dhungana and Wang, 2020).

Fig. 14(a)는 동수경사 평가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동수경

사의 안정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하류사면선(P3)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월류방지 구조물 하부에서 파이

핑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류사면 상부

(P5)와 댐마루 상부(P4) 위치의 동수경사를 분석하여 파이핑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Figs. 14(b), 14(c), 14(d)는 동수경사의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제체를 구성하는 물성치를 기초로 계산된 한계동수

경사(


)는 약 1.13으로 나타났다.

하류사면선(P3)에서는 실험치와 해석치 모두 유사하게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였다. 출구동수경사

(


)는 모든 형식에서 약 0.31~0.43이고, 이에 대한 안전율

은 약 2.63~3.65 범위로 파이핑 가능성은 작게 나타났다. 

Parapet의 경우 출구동수경사(


)가 약 0.43으로 다른 형식

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다른 형식보다 침투거리가 약간 

짧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월류방지 구조물의 하류사면 상부(P5)에서는 구조물과 

(a) Evaluation Location of Hydraulic Gradient (b) Stepped Gabion Retaining Wall

(c) Vertical Gabion Retaining Wall (d) Parapet

Fig. 14. Distribution of Hydraulic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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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 경계부로 침투가 발생되어 파이핑 가능성이 높은 지점

이다. 실험치와 해석치 모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였고, 계단형 Gabion 옹벽과 Parapet에선 하류사면선

(P3)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수직형 Gabion 옹벽에서는 댐마루 수위(S2)조건부터 하

류사면선(P3)보다 커지며 출구동수경사(


)가 약 0.65로 

나타났다. 이는 누수의 영향으로 안전율이 약 1.74로 작게 

나타나 파이핑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에서 Geomembrane의 시공 시 연속설치 및 파단 방지 

등의 섬세한 시공관리가 요구된다.

댐마루 상부(P4)에서는 월류방지 구조물 Core의 하부에 

위치하고, 수위상승에 따른 침투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파이핑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다. 실험치에서의 

동수경사는 수위상승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해석치

에서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종적

인 경향을 비교할 경우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와 같이 해석치에서는 수위상승에 따라 동수

경사가 상승하고, 필터의 배수작용에 의해 동수경사가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형 Gabion옹벽은 출구동수경사(


)가 월류수위

(S3) 조건에서 실험치가 약 2.0, 해석치는 약 1.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침투수가 하류사면 상부(P5)에 도달하여 파이

핑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댐마루 상부(P4)와 하류사면 상부(P5)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필터는 서로 매우 큰 동수경사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필터를 통해 침투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는 결과를 의미하므

로, 구조물의 하부에 필터를 설치하면 월류수위에 대해서도 

제체의 파이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

된다.

전체적으로, 동수경사는 모든 형식에서 기존의 안정성 

평가위치인 하류사면선(P3)에서 안정하고, 하류사면 상부

(P5)에서는 계단형 Gabion 옹벽과 Parapet은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섬세한 시공관리와 필터의 설치가 수반

된다면 월류방지 구조물의 설치는 저수지의 안정성을 높이

는 우수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노후화된 농업용저수지의 댐마루 상부에 

이상강우에 의한 월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월류방

지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저수지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자 하였다. 이에 구조물이 설치된 제체의 침투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실내모형실험과 수치해석(FEM)을 실시하고, 수

위변화에 따른 변형 및 변위분포, 공극수압 분포, 동수경사 

분포 등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변형 및 변위분포는 제체와 월류방지 구조물에 부등침

하와 누수 등 안정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파괴 등의 결함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매우 미소한 수평변위와 수직변

위를 나타내어 효과적으로 월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침윤선은 상류사면에서부터 필터를 통해 Toe-drain으

로 원활하게 배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류방지 구조

물에 영향을 미치는 댐마루 상부(P4)에서의 공극수압

은 작게 나타났지만, 이 위치로 침투수가 집중되면 

하류사면 상부(P5)에서 누수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월

류방지 구조물 하부의 차수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월류방지 구조물 하부 설계⋅

시공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동수경사는 하류사면선(P3)에서 모든 형식과 수위조건

에서 안정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잠재적인 취약부가 

될 수 있는 하류사면 상부(P5)에서는 계단형 Gabion 

옹벽과 Parapet은 안정하고, 수직형 Gabion 옹벽은 누수

의 영향으로 안전율이 작게 나타나 섬세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댐마루 상부(P4)와 하류사면 상부(P5)의 동수경사는 

서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어 수직필터를 통해 침투수

가 원활하게 배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물

의 하부에 필터를 설치하면 월류수위에 대해서도 제체

의 누수와 파이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적용된 3개의 월류방지 구조물은 매우 작은 

변형을 나타내어 모두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 

계단형 Gabion 옹벽은 전도 및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파이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월류방지 구조물보다 우수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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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강우 시계열의 군집 및 경향성 분석

Cluster and Trend Analysis of Rainfall Time Series in the 

Nakdong River Basin

왕원준*⋅김삼은**⋅송재현***⋅이준형****⋅김경탁*****⋅김형수******

Wang, Won-joon*, Kim, Sam Eun**, Song, Jae Hyun***, Lee, Junhyeong****, Kim, Kyung Tak*****, 

and Kim, Hung Soo******

Abstract

In Korea, it is difficult to efficiently manage water resources, due to the variability of rainfall in addition to the increasing outflow

due to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Therefore, if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rainfall at each station can be identified in

advance, the problems caused by the variability of rainfall can be effectively dealt with. In this study, the data on rainfall characteristics

of 64 rainfall stations in the Nakdong river basin were collected for the period 2000 to 2019.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elevation of each station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and the rainfall trends at each station were identified by homogeneity

test and modified Mann-Kendall test. The analysis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March, April, November, December, spring and 

autumn, and a decreasing trend in January, May, September, summer and year. Also, based on the cluste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when the number of clusters was set to three,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elevation of each

station. It is believed that linking the characteristics of rainfall by cluster and the results of trend analysis by station derived from

the study can be used to come up with a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ariability of rainfall.

Key words : Rainfall, K-means Cluster Analysis, Modified Mann-Kendall Test, Homogeneity Test

요 지

국내에서는 근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량과 유출량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관측소별 강우량의 경향성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강우량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2019년 낙동강 유역의 64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K-means 군집 분석을

통해 관측소별 표고에 따른 강우 특성을 파악하고, 동질성 검정과 수정 Mann-Kendall 검정으로 강우량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향성 분석에선 3월, 4월, 11월, 12월, 봄 및 가을에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1월, 5~9월, 여름 및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군집 분석에서는 군집의 개수를 3개로 설정했을 때 관측소별 표고에 따라 강우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집별 강우 특성과 관측소별 경향성 분석 결과를 연계하면 강우량의 변동성을

고려한 수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강우량, 수정 Mann-Kendall 검정, K-means 군집 분석, 동질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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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은 지리적으로 산악지역이 많아 하천의 경사가 급하

고, 우기에 강우가 집중되어 있어 강우량의 계절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Park and Yoo, 2018). 따라서 정부에서는 댐, 보 등의 수공 

구조물을 건설하여 생⋅공용수 공급에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력발전과 홍수피해 저감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근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량과 

유출량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월별, 계절별, 연도별로 수자원

의 증감을 고려한 관리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ae 

et al., 2008; Jung et al., 2013). 따라서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군집 분석과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

여 강우 시계열 자료의 추세와 특징을 사전에 파악하면 

용수 공급과 가뭄 및 홍수피해 저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낙동강 

유역의 64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동질성 검정과 수정 

Mann-Kendall (MK) 검정을 적용하여 강우 시계열 자료의 

월별, 계절별, 연도별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경향

성이 나타나는 관측소별 강우 특성 및 표고를 기준으로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경향성이 나타난 관측소별 

특징을 수자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향성 분석과 군집 분석에 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Oh et al. (2004)은 국내 30개 관측소의 연강우량 

자료를 대상으로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여 수정 MK 검정이 

MK 검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im et al. 

(2008)은 기상청 산하 66개 관측소의 강우 및 기온자료를 

대상으로 선형회귀 및 Kendall-Tau 방법을 적용하여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여름철에는 강우 발생률과 

집중호우의 한계 기준이 증가하였고, 겨울철에는 온도상승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2)에서는 금강 유역의 

과거 30년치 기상⋅수문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단순 선형 

회귀분석과 MK 검정을 수행하였다. 경향성 분석 결과 기온

은 계절 및 연도별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고 강수량은 

여름철에만 증가 추세가 나타났지만 상대습도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다. Kim and Heo (2005)에서는 다목적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군집의 개수와 군집 간의 상호

관계를 검토하였고, 강우자료에 대해서 지역빈도해석을 적

용하여 군집 분석의 효율성과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해외 연구 사례의 경우 Abghari et al. (2013)은 1969-70년

부터 2008-09년까지 40년 동안 이란 서부 산악 지역에 위치

한 12개 관측소의 강우량과 유출량에 대해서 Kendall-Tau 

방법, MK 검정 등을 사용하여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하천의 유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월별 유출량의 경향성에서도 10월과 11월에 각각 6개, 7개의 

수위관측소에서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McCabe and Wolock 

(2014)은 195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516개의 수위관측소의 최소, 최대 및 평균 일유량자료

를 사용하여 경향성 분석과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14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연도별 

경향성을 비교해본 결과 일부 군집 간 약한 상관성이 나타났

고, 기후 지수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Rodgers et al. (2020)에

서는 미국 남부와 남동부의 139개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군집 분석과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향성 분석을 수행

할 때는 4가지의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여 시계열 자료의 

품질을 점검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든 기간 동안 유출량의 

감소 추세가 크게 나타났다. 그 밖의 연구에서도 단기 및 

장기 수문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동질성 검정과 경향성 

분석, 군집 분석을 수행했을 때 관측소별 유의미한 경향성과 

특징을 발견하였다(Ramos, 2001; Dorjsuren et al., 2018; 

Hu et al., 2019; Martel et al., 2018; Asakereh, 2020).

선행 연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내 연구의 경우 단기 

및 장기 수문 시계열 자료에 대한 경향성 분석을 수행할 

때 다양한 유형별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지 않아 경향성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따라서 군집 분석과 

연계했을 때도 경향성이 나타나는 관측소에서 군집별 특징

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0~2019년

의 기간 동안 낙동강 유역의 64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월별, 계절별, 연도별 강우 시계열 자료에 3가지 동질성 

검정과 수정 MK 검정을 적용하여 자료의 경향성을 올바르

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K-means 군집 분석으로 도출된 

관측소별 위치 및 표고에 따른 강우 특성과 기간별 경향성 

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건기 및 우기 때 변화하는 강우량의 

경향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강우 시계열 자료의 군집 및 

경향성 분석 방법론

2.1 K-means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이란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정보를 기반으

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끼리 군집화를 수행하는 

방법이다(Lee and Chung, 2018).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의 64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인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K-means 군

집 분석은 여러 유형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군집화에 필요한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Eq. (1)은 종속변수가 최소화될 때까지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K-means 군집 분석의 목적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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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K-means 군집 분석에서 올바른 군집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사전에 최적의 군집 개수(k)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군집 개수를 산정하기 위해 Within cluster 

sum of squares by cluster (WSS)와 F-test, Silhouette 방법을 

사용하였다. WSS는 팔꿈치 방법(The Elbow Method)이 적

용된 분석으로 군집 내 총 제곱합에 대해서 음의 기울기를 

가진 그래프가 팔꿈치 모양으로 꺾이는 지점을 최적의 군집 

개수(k)로 보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F-test는 전체 자료의 

분산과 그룹 간 분산의 비율로 그려지는 그래프에서 팔꿈치 

방법으로 최적의 군집 개수(k)를 찾는다. 하지만 두 방법은 

팔꿈치 모양으로 꺾이는 지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 Silhouette 폭이라는 정량화된 기준으로 최적

의 군집 개수(k)를 찾는 Silhouette 방법을 추가 적용하였다.

2.2 동질성 검정

일반적으로 동질성 검정은 Eq. (2)와 같이 시계열 자료에

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사이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경향성과 같은 모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강우 시계열 자료에 대한 경향성 분석에

서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질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시계열 자료는 자료의 경향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동질성 검정으로 

시계열 자료의 품질을 점검해야 한다.

         ⋯ 
 ∆       ⋯   (2)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 동질성 검정인 

Standard Normal Homogeneity Test (SNHT)와 Pettitt’s Test, 

Buishand Range Test (BRT)를 각각 적용하였다. SNHT는 

모수적 가설검정 방법으로 시계열 자료를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조적인 변화의 발생 여부를 

검정통계량 을 통해 판단한다. Eq. (3)은 SNHT에서의 

검정통계량 의 산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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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에 Pettitt’s Test는 비모수적 가설검정 방법으로 

SNHT와 달리 특별한 가정 없이 자료를 순위로 대체하여 

검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BRT는 SNHT와 동일한 모수적 

가설검정이기 때문에 검정 절차는 SNHT와 동일하지만 구조

적인 변화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통계량에 차이가 

있다. Eq. (4)는 Pettitt’s test의 검정통계량인 

의 산정식이

며, Eq. (5)는 BRT의 검정통계량 의 산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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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정 Mann-Kendall 검정

Mann-Kendall (MK) 검정은 시계열 자료의 경향성을 파악

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모수적 가설검정 방법이다. 

MK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시계열 자료에 경향성이 없고 

통계적으로 독립임을 가정하며, 대립가설은 시계열 자료에 

증가 혹은 감소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를 , , … , 이라고 할 때 검정통례량 S와 

분산 을 기준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자료에 경향성

이 있다고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MK 검정은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했을 때 p가 p < 0.05이고 검정통계량 S가 Eq. 

(6)의 조건을 만족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시계열 자료

에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한다. 또한, 경향성의 증가 

혹은 감소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시계열 자료와 경향성의 

정도를 비교할 때는 Eq. (7)과 같이 통계량 Z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6)

 














  

   




  

(7)

하지만, MK 검정은 분석에 사용한 시계열 자료가 자기상

관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비경향성인 자료를 경향성이 있다

고 판정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 MK 

검정을 사용하여 강우 시계열 자료의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

였다. 수정 MK 검정은 시계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자기상관

성을 제거하기 위해 에 보정계수()를 적용한 수정

된 분산  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Eq. (8)은 보정계수를 

적용한  의 산정식이며, Eq. (9)는 lag-1의 수정 MK 

검정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효과적인 자료의 크기(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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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ESS)인 의 산정식을 나타낸 것이다(는 

lag-1의 계열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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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동강 유역 강우 시계열 자료의 

군집 및 경향성 분석

3.1 낙동강 유역의 수문⋅기상학적 특성

낙동강 유역은 6개의 대권역과 33개의 중권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31,785 km2로 4대강 유역 중 두 

번째로 큰 유역이다(Park and Lee, 2021). 지형학적으로 낙동

강 유역 내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본류는 출구점인 남해안까지 최단

거리가 아닌 4번 우회하여 유출된다. 낙동강은 다른 국가하

천과 비교해서 하천의 경사도가 매우 완만할 뿐만 아니라 

하폭이 넓고 침식이 심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댐, 보 

등 수공 구조물이 건설된 이후에도 2016년 태풍 차바, 2018년 

콩레이, 2019년 미탁 등과 같이 태풍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자주 겪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는 낙동강 유역에 

대해 구조적 대책뿐만 아니라 물관리 종합계획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등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도 함께 수립하고 

있다. Fig. 1은 낙동강 유역의 지형학적 수치 표고와 국가하천

인 낙동강 본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3.2 강우관측소의 특성 요소를 이용한 군집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수문조사연

보에 기재된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환경부와 기상청의 64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관측소별 속성정보를 세부지표로 

설정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관측소별 세부

지표는 총 4개로 각각 ① 표고, ② 연평균 강우량, ③ 우기(6~9

월) 평균 강우량, ④ 연도별 월 최대강우량의 평균이다. 

4개의 세부지표 외에도 위도, 경도와 같은 관측소별 위치정

보는 선행 군집 분석을 수행했을 때 반영 여부에 상관없이 

강우 관련 세부지표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WSS, F-test, 

Silhouette 방법을 적용하여 4개의 세부지표를 사용했을 때 

최적의 군집 개수를 탐색하였다. Fig. 2는 WSS와 F-test, 

그리고 군집의 개수(k)가 3개일 때의 평균 Silhouette 폭을 Fig. 1. Top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nd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Rivers

Fig. 2. Selection of the Optimal Cluster for the Rainfall Stations (Left : WSS, Center : F-test, Right : Average Silhouette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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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며, Fig. 3은 k = 3일 때 강우관측소별 군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군집 개수를 탐색한 결과 

k = 3일 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특히 Silhouette 

방법에서는 k = 3일 때 평균 Silhouette 폭이 0.48로 산정되어 

다른 군집 개수로 설정했을 때와 비교해서 최적의 결과로 

확인되었다. 또한 Fig. 3에서 군집별 강우관측소의 위치 

및 표고를 살펴보면 군집 1의 5개의 관측소는 남부 해안지역

에 인접해 있으며, 군집 2는 대부분의 관측소가 저지대 평야 

지역에 있다. 또한, 군집 3의 관측소는 군집 2와는 반대로 

대다수가 산악지역과 같은 고지대에 있다. 각각의 강우관측

소들은 군집에 따라 강우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Table 1과 같이 군집별 세부지표 통계값을 살펴보면 군집에 

따른 차이가 명확히 나타난다.

세부지표를 구성하는 연평균 강우량, 우기 평균 강우량, 

연도별 월 최대강우량의 평균 및 표고에 대해서 평균, 표준편

차, 변동계수 등을 군집별로 산정하여 비교해보면 군집 1, 

군집 3, 군집 2 순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세부지표의 통계값

이 가장 큰 군집 1의 경우 남부 해안지역에 인접해 있다는 

위치 특성이 강우 세부지표에 반영되어 3개의 군집 중 강우 

세부지표의 통계값이 가장 크게 산정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관측소가 고지대에 위치한 군집 3은 저지대에 위치한 군집 

2의 관측소와 비교했을 때 모든 강우 세부지표의 통계값이 

크게 산정되었다. 실제로 군집 1에서도 관측소별 평균 표고

가 다른 군집들보다 크게 산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서는 표고에 따라 강우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Selected 3 Clusters for the Rainfall Stations

Average annual 

rainfall (mm)

Average rainfall during 

the rainy season (mm)

Average monthly 

maximum rainfall (mm)

Elevation 

(m)

Cluster 1

(n = 5)

Average 1,687.05 1,662.00 500.75 210.62

Max 1,980.52 1,949.17 593.65 567.80

Min 1,511.78 1,485.65 421.83 30.20

Standard deviation 184.61 181.96 68.45 200.04

Coefficient of variation 10.94 10.94 13.66 94.97

Cluster 2

(n = 35)

Average 1,041.37 1,021.37 321.22 108.14

Max 1,159.22 1,139.30 359.30 329.40

Min 912.64 890.93 283.90 15.90

Standard deviation 62.76 62.57 22.54 76.51

Coefficient of variation 6.02 6.12 7.01 70.75

Cluster 3

(n = 24)

Average 1,275.28 1,253.55 391.21 190.36

Max 1,443.91 1,409.27 439.40 452.00

Min 1,174.11 1,154.04 334.61 11.20

Standard deviation 71.75 70.53 28.18 133.59

Coefficient of variation 5.62 5.62 7.20 70.17

Table 1. Basic Statistics for Selected Clusters and Rainfall Amount of Each Ti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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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우 시계열 자료의 동질성 검정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관측소별 강우 시계열 

자료에 3가지 동질성 검정(SNHT, Petti’s Test, BRT)을 적용

하여 경향성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관측소

별 강우자료를 선별하였다. 월별, 계절별, 연도별 강우자료

에 대해서 3개의 동질성 검정을 모두 통과하면 ‘useful’, 2개는 

‘doubtful’, 1개 이하는 ‘suspect’로 분류하여 강우자료의 신뢰

도를 평가하였다. Table 2는 64개 강우관측소의 월별, 계절

별, 연도별 강우자료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64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기간별로 대다수의 관측소에서 동질성 검정을 통과하였다. 

다만, 1월, 5월, 10월과 여름의 경우 동질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관측소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그중에서 10월의 경우 

‘useful’로 평가된 관측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동질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10월에 

발생한 가을 태풍이 낙동강 유역의 강우량에 급격한 변동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20년 동안 낙동강 유역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의 연도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4회 

이상인 경우가 7번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향성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자 3개의 동질성 검정을 

모두 통과하여 ‘useful’로 분류된 관측소별 강우 시계열 자료

에 대해서만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3.4 강우 시계열 자료의 경향성 및 군집별 특성 분석

3.4.1 강우 시계열 자료의 경향성 분석

Table 3은 낙동강 유역의 64개 강우관측소 중 3가지 동질

성 검정을 모두 통과한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수정 MK 

검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월별, 계절별, 연도별 경향성 분

석을 수행한 결과 기간별로 경향성이 발견된 모든 관측소에

서 경향성의 증감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월별 경향성의 증감

을 살펴보면 3월, 4월, 11월, 12월은 증가, 1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은 감소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월별 경향성이 

나타난 시점 중에선 3월과 6월일 때 가장 많은 관측소에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으

로 감소 경향이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특징은 

계절별 경향성 중에서 6~8월에 해당하는 여름의 경향성에서

도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연도별 경향성에서도 6개월 동안 

발생한 강우량의 감소 추세에 영향을 받아 연도별로 강우량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4는 기간별로 

경향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대표 강우관측소에 대해서 수정 

MK 검정으로 산정한 통계량 Z를 정리한 것이다.

4개의 강우관측소별로 산정된 통계량 Z값을 살펴보면 

동일 기간일 때 Z값의 부호는 일치하며, 3월과 6월에는 

4개 관측소에서 모두 경향성이 나타났다. 특히 20034040 

관측소와 20174030 관측소의 경우 5월부터 9월 사이에 나타

난 감소 추세가 여름과 연도별 경향성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Month & Season Useful Doubtful Suspect

January 47 16 1

February 64 0 0

March 59 4 1

April 62 2 0

May 42 21 1

June 61 2 1

July 61 3 0

August 64 0 0

September 64 0 0

October 0 4 60

November 61 3 0

December 64 0 0

Spring 64 0 0

Summer 30 15 19

Fall 62 2 0

Winter 64 0 0

Year 59 4 1

Table 2. Results of Homogeneity Test for Monthly and Seasonal

Rainfall Time Series in 64 Stations

Month & Season
The number of

rainfall stations
Trend

January 4 Decrease (↓)

February 0 -

March 45 Increase (↑)

April 6 Increase (↑)

May 15 Decrease (↓)

June 27 Decrease (↓)

July 9 Decrease (↓)

August 17 Decrease (↓)

September 3 Decrease (↓)

October 0 -

November 2 Increase (↑)

December 9 Increase (↑)

Spring 2 Increase (↑)

Summer 17 Decrease (↓)

Fall 3 Increase (↑)

Winter 0 -

Year 6 Decrease (↓)

Table 3. The Number of Stations with Trends for Monthly and

Seasonal Rainfall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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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3.4.2 군집별 강우 시계열 자료의 특성 분석

강우관측소별로 산정한 월별, 계절별, 연도별 경향성 분석 

결과 중에서 관측소별 추세가 가장 많이 나타난 3월과 6월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 결과를 적용해 보았다. Figs. 4와 5는 

3월과 6월에 추세가 나타난 관측소를 군집별로 나타낸 것이다.

3월의 경우 총 45개의 관측소에서 강우량이 증가 경향을 

보이는데, 그중에서 주로 저지대에 위치한 군집 2의 관측소

에서 경향성이 나타났다. 군집 3에서는 낙동강 유역 상류의 

고지대에 위치한 관측소에선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하류의 저지대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경향성이 발견되

었다. 군집 1의 관측소들도 2개의 관측소를 제외하면 모두 

저지대에서 경향성이 나타났다.

반대로 6월의 경우 총 27개의 관측소에서 감소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관측소가 저지대에 위치한 

군집 2의 경우 낙동강 유역 상류에 있는 관측소에만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군집 3의 경우 3월에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상류 고지대의 관측소에서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64개 강우관측소에 대한 군집 

Month & 

Season
20034040 20084010 20164030 20174030

January - - - -

February - - - -

March 2.276 2.129 3.963 4.374

April - - 2.741 2.277

May -2.039 -2.604 -2.039 -

June -2.400 -2.330 -2.165 -2.290

July - - - -1.968

August - -2.396 - -1.998

September -2.403 - - -

October - - - -

November - - - -

December - 2.301 2.941 -

Spring - - - -

Summer - - - -2.780

Fall - - - -

Winter - - - -

Year -2.063 - - -

Table 4. Mann-Kendall Z Statistics for Representative Rainfall

Stations on Monthly and Seasonal Rainfall Time Series

Fig. 4. Distribution of Rainfall Stations with Increasing Trend 

for Each Cluster (March)

Fig. 5. Distribution of Rainfall Stations with Decreasing Trend 

for Each Cluster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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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와 관측소별 강우량의 경향성 분석 결과를 연계하

면 관측소별 위치 및 표고에 따른 강우 특성과 경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는 낙동강 

유역의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치수 및 이수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낙동강 유역 하류에 위치한 다목적

댐인 남강댐과 합천댐은 3월에 고지대 위치한 관측소에서 

강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홍수기 전까지 물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저수율 관리에 대한 운영계획을 새로 갱신할 

수 있다. 또한, 낙동강 유역은 극한 강우사상의 발생을 고려하

여 경향성 분석을 수행해도 5월부터 9월까지의 강우량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 상류의 내성천 

유역과 같이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넓은 유역들은 강우량의 

경향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의 기간 동안 

낙동강 유역의 64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K-means 군집 

분석과 수정 MK 검정을 적용하여 군집별 관측소들의 강우

량 추세와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K-means 군집 

분석은 표고, 연평균 강우량, 우기 평균 강우량, 연도별 월 

최대강우량의 평균을 세부지표로 설정하였고, 군집의 개수

를 3개로 설정했을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정 

MK 검정을 활용한 경향성 분석에서는 3가지 동질성 검정을 

모두 통과한 강우 시계열 자료만 사용했을 때 월별, 계절별, 

연도별로 강우량의 경향성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낙동강 유역의 64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K-means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측소별 표고와 강우 

특성의 상관성이다. 세부지표를 구성하는 표고, 연평균 강우

량, 우기 평균 강우량, 연도별 월 최대강우량의 평균에 대한 

통계값은 군집 1, 군집 3, 군집 2의 순서로 크게 산정되었다. 

각각의 군집별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관측소별 표고 

및 위치에 따라 강우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관측소가 저지대 평야에 위치한 군집 2보다 

고지대에 위치한 군집 3의 강우 세부지표의 통계값이 크게 

산정되었다. 또한, 해안지역에 인접해 있는 군집 1의 관측소

들은 평균 표고와 강우 세부지표의 크기가 3개의 군집 중에서 

가장 크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두 번째는 월별, 연도별, 계절별로 나타나는 관측소별 

강우량의 경향성 차이이다. 20년 치 강우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관측소별 경향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간별로 

다른 경향성이 도출되었다. 월별 경향성에서는 3월, 4월, 

11월, 12월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1월과 5월부터 9월까지

는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계절별, 연도별 

경향성 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봄과 가을은 강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여름과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 

특히 낙동강 유역 전역에서 발생한 3월과 6월의 강우량의 

증가 및 감소 추세는 계절별, 연도별 강우량의 경향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강우관측소의 월별, 

계절별, 연도별 경향성 분석 결과는 향후 강우량의 경향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강우관측소별 군집 분석과 경향성 분석 결과를 

연계한 활용방안 마련이다. 관측소별 표고와 강우 특성을 

기준으로 군집을 구성했을 때 월별, 계절별, 연도별로 경향성

이 나타나는 관측소마다 다른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3월의 경우 저지대에 위치한 관측소 위주로 강우량이 증가하

고 있으므로 영향을 받는 유역에선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치수 및 이수 대책을 갱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낙동강 

유역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강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므로,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넓은 유역과 공업단

지 조성으로 공업 용수가 많이 필요한 유역 등에서는 강우 

사상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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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재해 영향정보 제공을 위한 Multi Method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Rainfall Thresholds 

Based on a Multimethod Approach to Provide Heavy Rain 

Disaster Impact Information

강동호*⋅김병식**⋅송영석***⋅김태형****

Kang, Dong Ho*, Kim, Byung Sik**, Song, Youngseok***, and Kim, Tae Hyung****

Abstract

Various disasters have recently occurred in Korea because of weather change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scale of the damage

is also increasing. In terms of the weather phenomena and their socioeconomic impacts, weather-related disasters cause the most 

dama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of calculating rainfall thresholds to predict the impact of heavy rains. To calculate

rainfall thresholds on the basis of a multimethod approach, this study divided Korea into a 1 km × 1 km grid and further split 

it into four categories: standard watershed, urban, river, and inundation trace maps. This study verified the results of the rainfall

thresholds in the standard basin and city center by referring to the relevant data on the rainy season in summer 2020 and the 

Typhoon Haishen in September. Verific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flooding that occurred in the grid actually caused the urban 

flooding in Busan in July 2020. Moreover, the calculation on the grid that caused flooding in Gangneung, which was hit by Typhoon

Haishen in September, reflected the actual damage. When used in impact forecasting, the proposed method of calculating rainfall 

thresholds and predicting rainfall information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data on the impact of heavy rains and facilitate 

rainfall forecasting.

Key words : Impact Forecasting, Threshold Rainfall, Multi Method, Grid to Grid (G2G)

요 지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의 변화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또한 그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기상 현상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보았을 때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는 기상재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우 영향예보를 위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Multi Method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전국을 1 km × 1 km 격자로 분할 하였으며

표준유역, 도심, 하천, 침수흔적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영향한계강우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표준유역, 도심에 대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 여름철 장마와 

9월 태풍 하이선 사상을 적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2020년 7월 폭우로 인하여 도시 침수피해가 많았던 부산지역에

실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격자에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도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던 강릉지역에서도 침수가 발생하였던 격자에 대하여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가 실제 피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과 예측강우 정보를 이용하여 영향예보에 활용한다면 단순 

강우량에 대한 예보만이 아니라 피해를 받는 대상에게 호우로 인한 영향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영향예보, 영향한계강우량, Multi Method, Grid to Grid (G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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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 현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상관성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횟수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는 기상재

해이며, 이 기상재해를 발생시키는 기상현상은 호우와 태풍

이다(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2016).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의 대기 특성

에 따라서 강우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강우를 미리 예측해 대비함으

로써 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상청에

서는 미래 강우 정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앙상블 예측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Lee et al., 2018). 앙상블 예측이란 단일 수치

예보가 가지는 결정론적인 예측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초기조건, 물리과정, 경계조건 등이 다른 여러 개의 모델을 

수행하여, 확률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KMA, 

2012).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청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예보, 동네예보 등 다양한 형태로 강우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단점은 강우량에 대한 정보만을 

예보하기 때문에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예보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물의 보호, 하천범람, 

침수에 대한 대비에 대한 예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는 이미 재해 영향을 파악하여 예보 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

인을 구축하였으며, 각국 기상청에 영향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Lee et al., 2018).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기상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향예보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Yeh, 2017). 영국의 홍수 예측센터(Flood Forecasting 

Centre, FFC)에서는 홍수 영향예보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홍수 위험 매트릭스를 만들어 홍수위험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FFC, 2017). 또한 격자 단위의 홍수 

영향예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 모의를 위해 분포형 모형

인 Grid to Grid (G2G) 모형을 이용하여 격자 단위의 영향예

보를 실시하고 있다(Cranston et al., 2012; Price et al., 2012; 

Steven, 2018).

국내에서도 영향예보를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17)은 영향예보의 특징을 설명하고, 

선진국의 영향예보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에서는 국민의 

홍수에 대비한 안전도 강화와 국가 재난 대응능력 향상시키

기 위한 홍수예보 기술발전을 위하여 영국의 홍수위험매트

리스 방법을 도입하였다. Lee (2017)는 서울시 강남지역의 

홍수피해사례를 활용하여 침수피해를 유발시키는 한계강우

량을 추정하였다.

영향예보를 위한 강우량 산정에 있어,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도 중요하지만, 강우는 지형 특성(표준유역, 도

시, 하천)과 토지이용 및 토양조건에 따라 그 유출량의 차이

가 다르게 나타나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배수체계에 

따라서 도시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과 같은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동일한 유출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미치

는 영향은 지역 특성이나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동일한 강수가 내리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지형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와 

규모는 크게 다르게 발생한다. 이에, 강수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적인 재해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강우 중심의 

예보가 아닌 실제 피해를 받는 영향대상에 예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예보의 다양한 분야 중 호우로 인해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 또는 위험

을 유발하는 비도심, 도심, 하천 등을 고려한 Receptor별 

영향한계강우량을 Multi Method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

서 영향한계강우량이란 강우로 인하여 Receptor별 영향을 

주는 침수심을 유발하는 강우량을 의미한다. 영향을 받는 

Fig. 1. Flow Chart of Calculating Threshold Rainfall based on Mult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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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는 사람, 교통, 건물로 선정하였으며 각 Receptor에 

대하여 10 cm, 20 cm, 50 cm에 해당되는 침수를 유발하는 

강우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유역단위의 격자기반 영향한계강우

량과 도심지 Grid to Grid (G2G) 기법을 이용한 격자기반 

영향한계강우량에 대하여 분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산정

된 영향한계강우량 검증을 위하여 2020년 침수피해를 유발

하였던 7월 장마사상, 9월 태풍 하이선 사상을 적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Fig. 1은 Multi Method 기반의 영향한

계강우량 산정 흐름도이다.

2. 이론적 배경

2.1 Multi Method 기반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 Multi Method 기반 영향한계강우

량 산정을 위하여 전국을 1 km × 1 km 격자로 분할하였으며 

총 104,197개 격자로 구분하였다. Ko et al. (2019)과 Ko 

et al. (2020)에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보정된 강우 자료와 

연계를 위하여 1 km × 1 km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후 격자 단위로 생산되는 레이더 강우 자료와의 연계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전국단위를 분석할 수 있는 Multi Method 개념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알고리즘이다. 표준유역단위 영향한

계강우량 산정 결과를 전국단위로 구축하고 도심지의 경우 

Grid to Grid (G2G) 기반 격자단위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 

결과를 중첩한다. 하천이 있는 격자의 경우 하천 설계강우량

을 고려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를 중첩하고 마지막으

로 과거 침수피해가 있는 격자의 경우 침수흔적도 자료를 

이용한 영향한계강우량 자료를 중첩하여 각 격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단위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게 된다.

2.2 표준유역단위 격자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Fig. 3은 표준유역단위 격자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흐름도를 나타낸다. 전국 표준유역에 대하여 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각 유역별 지속시간 3시간에 대한 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유출량인 한계유출량을 산정한다. 그리고 강우-유

출모형을 이용하여 10% 간격으로 빈도별 Rainfall-Runoff 

Curve를 작성하여 앞서 수문 모형에서 도출한 한계유출량을 

Fig. 2. Multi Method Algorithm

Fig. 3. Method of Standard Watershed Unit Grid Base Threshold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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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강우량인 표준유역단위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

게 된다. 표준유역단위 영향한계강우량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연구는 Choo et al. (2021)의 연구를 참조 바란다.

2.3 도심지 G2G 기법을 이용한 격자기반 영향한계

강우량

도심지 격자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전국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토지이용도에서 도심으로 

구분되는 격자에 대하여 G2G 기법을 이용한 영향한계강우

량을 산정하였다. 전국 도심지 격자에 물리적으로 전국 관망 

자료를 반영하여 G2G 기반의 물리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

적으로 자료를 구축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유출모형인 Spatial Runoff Assessment Tool (S-RAT) 모형

에서 나오는 유출량에서 도심지 홍수방어능력인 5년~15년 

빈도의 유출량을 감산한 유출량을 홍수범람모형인 Flo-2D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Fig. 4는 도심지 영향한계강

우량 산정 흐름도이다. 홍수유출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지속시간 3시간의 100년 빈도 강우 자료를 10% 간격으로 

유출량 및 첨두홍수량을 산정한다. 산정된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범람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해서 격자별 침

수심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Fig. 4의 

우측 그림과 같은 Rainfall-Depth Curve를 작성하여 영향한

계강우량을 산정하게 된다.

3. 영향한계강우량의 산정 및 검증

3.1 표준유역단위 영향한계강우량 산정결과

Fig. 5는 2.2절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 

792개 표준유역별 Rainfall-Runoff Curve 결과 중 일부 나타

낸 그림이다.

3.2 도심지 G2G 기법을 이용한 격자기반 영향한계

강우량 산정결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전국에서 63개 도시였으며 63개 

도시에 대하여 토지이용도상에서 시가화 지역으로 구분되

어있는 지역에 대하여 G2G 기법을 이용하여 영향한계강우

량을 산정하였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검증지역인 부산시와 

강릉시에 대하여 전체 격자 분설 결과중 한 격자에 대한 

Rainfall-Depth Curve를 나타내었다. 부산지역과 강릉지역 

분석 격자에 대하여 Box-Plo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지

역이 강릉지역보다 영향한계강우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3.3 영향한계강우량 검증사상 선정

산정된 영향한계강우량 검증을 위하여 과거 호우피해가 

발생하였던 강우 사상을 선정이 필요하며 실제 침수로 인해

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2020년 7월 폭우, 2020년 

9월 하이선 사상을 검증 사상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7월 

폭우로 인하여 부산시 도심지 일대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Fig. 7(a)와 같이 7월 23일 일 강수량이 176.2 mm가 

내렸으며 시간 최대강우는 70.4 mm가 발생하였다. 2020년 

9월 국내에 상륙하였던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강릉지역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강릉시에서 9월 6일~7일 

2일간 236.2 mm가 내렸으면 시간 최대강우는 45.5 mm가 

발생하였으며 Fig. 7(b)와 같다.

3.4 실제 피해자료를 이용한 영향한계강우량 검증

영향한계강우량 검증을 위하여 SNS, 뉴스 등을 이용하여 

부산, 강릉 지역에 실제 피해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Fig. 8과 같이 부산지역에서는 총 10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

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격자의 영향한계강우량 산

Fig. 4. Method of G2G Technique and Grid Based Threshold Rainfall in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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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upper reaches of the Imjin River (b) Yongjicheon

(c) Namdaecheon (d) Suipcheon

(e) SSangyongcheon (f) Gamcheon

Fig. 5. Result of Rainfall-Runoff Curve

(a) Busan-si

(b) Gangneung-si

Fig. 6. Result of Rainfall-Depth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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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Fig. 9와 같이 강릉시는 3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산과 동일하게 

해당 격자의 영향한계강우량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다.

조사된 피해사례에 대하여 실제 강우 자료와 영향한계강

우량을 이용하였을 때 영향한계강우량 결과가 실제 피해를 

잘 반영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시간 누적 강우량을 

영향한계강우량에 적용하였을 때 부산의 경우 Table 1과 

같이 가야굴다리 일대에서 최대 침수심 121 cm의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물 피해 발생이 가능한 

50 cm를 초과하는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피해 사진과 

같이 대형 SUV 차량이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단역 

일대에서도 최대 35 cm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보행과 교통에 피해가 있었다. 온천천 일대와 연산동 

일대에서도 각각 76 cm, 25 cm의 침수심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피해양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강릉의 경우에는 Table 2와 같이 오죽헌 일대에서 

19 cm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피해 

사진과 비교하였을 때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

(a) 2020. 07. 23 Heavy Rain in Busan (b) 2020. 09 typhoon HAISEHN in Gangneung

Fig. 7. The Rainfall Event of Verifying Threshold Rainfall

Fig. 8. The Flooding Event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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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Gaya underpass in Jingu

Time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5 3.8 1.1 1.2 1.8 2.2 10.1 21.6 24 24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Time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22.1 28.4 44.2 104.1 107.8 91.7 21.4 8.1 0.1 0

Flood Depth (cm) 0 0 9 115 121 93 0 0 0 0

Around Hadan Station

Time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5 3.8 1.1 1.2 1.8 2.2 10.1 21.6 24 24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Time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22.1 28.4 44.2 104.1 107.8 91.7 21.4 8.1 0.1 0

Flood Depth (cm) 0 3 9 34 35 29 0 0 0 0

Around Oncheoncheon

Time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5 3.8 1.1 1.2 1.8 2.2 10.1 21.6 24 24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10 11 11

Time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22.1 28.4 44.2 104.1 107.8 91.7 21.4 8.1 0.1 0

Flood Depth (cm) 10 15 27 73 76 64 9 0 0 0

Around Yeonsan-Dong

Time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5 3.8 1.1 1.2 1.8 2.2 10.1 21.6 24 24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11 12 12

Time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22.1 28.4 44.2 104.1 107.8 91.7 21.4 8.1 0.1 0

Flood Depth (cm) 11 12 15 25 25 23 11 9 0 0

Table 1. Result of Verifying the Threshold Rainfall in Busan

Fig. 9. The Flooding Event of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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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안상가 일대의 경우 최대 침수심 

18 cm로 실제 피해 사진보다 낮은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피해 당시 경포호수 범람 및 높은 너울성 

파도가 함께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대천 일대에서

도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침수심 39 cm의 침수가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호우재해 영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Multi 

Method 기반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

다. 전국을 1 km × 1 km 격자로 구분하여 표준유역, 도심, 

하천, 침수흔적 4가지 방법에 대한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표준유역과 도심에 대한 영향한계강

우량 분석결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2020년 

7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던 침수 사상과 2020년 9월 강릉지역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사상을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

하였다. 표준유역의 경우 전국 표준유역 단위의 한계유출량

을 산정하고 산정된 한계유출량을 초과하는 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격자 기반의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을 이용하여 지속

시간 3시간의 100년 빈도 강우량으로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도심의 경우 토지이용도 상에서 도시로 구분되

는 격자에 대하여 G2G 기반의 수문 모형을 이용하여 지속시

간 3시간의 100년 빈도 강우량을 이용하여 영향한계강우량

을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지속시간은 기상청 3시간 예보와 

동일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3시간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전국 관망 자료를 구축하여 수문 분석을 실시하

기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시 홍수방어능력인 

5년~15년 배수능을 고려하여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영향한

계강우량 구축범위로 표준유역의 경우 전국 104,197개의 

격자에 대한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도심의 경우 

2,044개의 격자에 대하여 영향한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

과거 실제 침수피해와 비교를 위하여 SNS, 뉴스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20년 7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던 침수 

사례 조사 결과 10개 지점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산정

된 영향한계강우량과 비교하였을 때 가야굴다리 일대에서 

최대 침수심 121 cm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피해 사진에서도 차량이 물에 잠기는 높이의 침수가 발생하

였다. 하단역 일대에서도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는 침수피해

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영향한계강우량 분석 결과도 최대 

침수심 35 cm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온천천 

일대와 연산동 일대에서도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가 

실제 피해를 잘 반영하였다.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강릉지역에서도 오죽헌 일

대 최대 침수심 19 cm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round Ojukheon

Time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5 19 35 59 70 65 46 45 41 32

Flood Depth (cm) 0 0 5 15 19 17 10 9 7 3

Time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3 1 0 0 0 0 0 0 0 0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Around Jinan Arcade

Time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5 19 35 59 70 65 46 45 41 32

Flood Depth (cm) 0 0 3 14 18 16 8 7 6 2

Time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3 1 0 0 0 0 0 0 0 0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Around Namdaecheon

Time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5 19 35 59 70 65 46 45 41 32

Flood Depth (cm) 0 0 10 30 39 34 19 18 14 7

Time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3 hours Accumulated Rainfall (mm) 13 1 0 0 0 0 0 0 0 0

Flood Depth (cm) 0 0 0 0 0 0 0 0 0 0

Table 2. Result of Verifying the Threshold Rainfall in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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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도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진안상가 일대의 경우 영향한

계강우량 분석 결과는 18 cm로 실제 피해와 비교하였을 

때 과소 산정되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경포호수 

범람과 해안에서 발생하는 너울성 파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피해사례 조사를 통하여 검증하였으

며 영향한계강우량 산정 결과가 실제 피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후 레이더 예측강우 정보와 영향한계

강우량을 활용한다면 많은 강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본 연구의 결과물을 적용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피해에 대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특정 지점에 침수심 관측장비 설치를 

통한 정량적인 정확도 확보가 된다면 보다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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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이상기후 및 도심지 집중강우로 인해 도로 하부의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온 지반침하 문제는 지난 14년 8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이고,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약 20%씩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35건, 2011년 573건, 2012년 

689건, 2013년 97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은 약 84%가 

하수관로 손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하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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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지하매설관 기초 성능 개선

Performance Improvement of Underground Pipe Line Foundation 

Using Recycled Materials

김성겸*⋅이관호**

Kim, Seongkyum*, and Lee, Kwanho**

Abstract

According to the Seoul City survey, about 84% of the occurrence of ground subsidence was the main cause of damage to the

sewer pipe, and it was related to the aging of the sewage pipe foundation and the sewage pipe itself. To reduce the damage,

a combination of field-assembled recycled plastic foundation and a fluid backfill material was applied. The bearing capacity, settlement,

and pipe safety factor were evaluated for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crushed stone foundation and concrete foundation. The change

in settlement was relatively small, according to the type of backfill used in the analysis. As for the support method used when

selecting the foundation for the sewage pipe for a rigid pipe, it was found that applying a fixed type rather than a free type improved

the safety of the pipe. The field-fabricated recycled plastic foundation has less material rigidity than the concrete foundation, but

to compensate for this, applying the fluid backfill using 2% to 4% cement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adhesion and enhancing 

the strength of the backfilling material, thus increasing the safety of the installed pipe.

Key words : Rigid Pipe, Recycled Plastic Foundation, Settlement, Concrete Foundation, Sewage Pipe Line

요 지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은 약 84%가 하수관로 손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하수관 기초

및 하수관 자체의 노화 등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하수관로의 손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현장조립식 재활용 플라스틱

기초와 유동성 뒤채움재 조합을 기초 및 뒤채움재로 적용하였다. 기존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와 비교를 위해 지지력,

침하량 및 관의 안전율 등을 평가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뒤채움재의 종류에 따른 침하량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관용 하수관로의 기초 선정 시 사용하는 지지방식은 자유단식보다는 고정식을 적용하는 것이 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립식 재활용 플라스틱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에 비해 재료적 강성은 작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멘트를 2-4% 이용한 유동성 뒤채움재를 이용하여 부착력 증대 및 뒤채움재의 강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설된 관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강성관, 재활용 플라스틱기초, 지반침하, 콘크리트기초, 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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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하수관 자체의 노화 등이 연관되어 있다. 하수관로 

설치 시기를 조사한 2016년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된 하수관이 5,023 km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였고, 

20~30년이 2,597 km (25%), 10~20년이 1,454 km (14%), 

10년 이내가 1,316 km (13%) 등으로 나타났다. 노후 하수관

을 교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치한다면 시설

의 노후로 인한 연결부 파손이나 이음부 이격 등으로 향후 

더 많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수관로 파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City of Seoul, 2020).

하수관로는 자연 유하에 의해 오수 및 우수가 배수 처리되

는 지하매설물로서 이음부 이격 등의 불량 부위에 강우 

및 지속적인 차량 진동 등에 의해 장기간 토사 유실로 하수관

로 기초의 부실화가 진행된다. 강성관 하수관로 시공 시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초 형식은 주로 모래기초, 쇄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벼개동목기초, 말뚝기초 등이 있고, 연성

관 하수관로 현장의 경우 모래기초, 벼개동목기초, 콘크리트

기초, 시트기초, 소일시멘트기초 등이 사용된다. 최근, 하수

관로 측면의 수동저항력 향상을 위해 소일시멘트, 토목섬유 

및 유동성 뒤채움재(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s, CLSM) 

등을 활용한 기초가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추세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이러한 기존 하수관로 기초 설계 및 시공 시 발생하는 

문제로는 천연골재 수급의 어려움, 기초의 적정한 다짐밀도 

관리의 어려움, 기초 시공 시 포설 및 다짐, 콘크리트 양생 

등 공사 기간 증대 등이 있다. 또한, 도심지 지역의 하수관로 

공사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일 굴착 및 당일 복구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기초의 다짐 및 양생 등의 시공상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수관로 기초 설계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수관로 설계 시 적정한 지반조

사를 수행하고, 지반조건에 따른 하수관로의 처짐 방지, 

침하방지 등을 위하여 하수관로 하단부의 지내력 검토 등이 

필요하다. 시공 중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 및 배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하수도 시설기준의 관기초 

공법 결정 시 지반조건에 따라 적정한 기초 형식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특히, 연약지반에 시공 시, 연약지반에 대한 

안전성, 관로의 침하에 대한 안전성 등을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다(Korea National Law Center, 202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수관로 시공상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작한 프리캐스

트형 받침블록(기초)를 개발하였고, 이를 하수관로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활용 조립식 플라스틱 기초의 하수관로 

기초 활용을 위해 기존의 하수관로 기초와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고, 기존의 하수관로 파손 여부에 추가하여 하수

관로 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량 등을 반영하여 하수관로용 

재활용 조립식 플라스틱 기초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하수관로 설계법

하수관로용 강성관은 관의 파손 및 균열이 없으면 관의 

변형 및 변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관에 작용하는 상부 

하중을 강성관 자체의 강성으로 지지하고, 이를 관의 하부기

초에 전달하는 구조형식을 가진다. 강성관용 하수관로 설계 

시 설계하중은 사하중과 활하중으로 구성된다(ACPA, 2013).

하수관로 매설 깊이를 고려한 상층 토피고에 따른 연직 

토압을 이용하여 하수관로 상부에 가해지는 사하중을 결정

한다. 관이 받는 단위 길이당 하중 W는 하중 계수(), 

관상단부 매설토의 단위 중량(), 관 매설을 위한 굴착 폭()

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하중 계수(Cd)는 토압계수(), 포아

송비(), 매설깊이() 등을 이용한다.

××

 (1)





exp×





(2)

설계에 사용되는 활하중은 하수관로 상부 도로를 통과하

는 차량(교통) 하중을 반영한다. 차량 하중 적용 시 전륜 

하중보다 큰 후륜 하중을 기본하중으로 이용한다. 도로주행 

시 종방향 타이어 접지폭은 20 cm, 접촉 하중은 접촉면에서 

하단 45도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Wr

C a  Htan 

     
(3)

  : 활하중()

p : 후륜하중(DB-24, 9,600 N)

a & C : 차륜 접지길이(0.2 m) 및 점유폭(2.75 m)

H : 매설깊이

  & I : 분포각 및 매설 깊이별 충격계수

하수관로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할 때 하수관로에서 발생

하는 휨모멘트는 max
 와 같다. 여기서, k는 하수관로 

Contact Angle
Contact Type

Fixed Free

30° - 0.470

60° - 0.377

90° 0.303 0.314

120° 0.243 0.275

180° 0.220 -

Table 1. Bedding Facto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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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지지 조건에 따라 변하는 계수, q는 하수관로에 작용하

는 설계하중(), R은 하수관로 두께 중심반경이다. 

설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k (bedding factor)값은 Table 1과 

같다. 자유단(free) 지지는 주로 모래 및 쇄석기초 시 적용하

고, 콘크리트 및 소일시멘트 기초는 고정식(fix) 지지 형식으

로 설계한다. 하수관로 자체 강성으로 저항할 수 있는 저항모

멘트()는 접촉각 120도인 콘크리트기초에 적용하면 k는 

0.243이고, 저항모멘트는 
를 이용

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수관로의 안전율(FS)은 저항모멘트

와 발생하는 휨모멘트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3. 기본 재료 특성

Fig. 1과 같이 다양한 플라스틱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 Ethylene, HDPE) 폐플라스틱

을 이용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필렛으로 

가공하였고, 가공된 필렛을 고온 및 고압에서 성형틀을 이용

하여 현장조립식 재활용 플라스틱기초를 제작하였다. 가공

된 필렛을 이용하여 제작한 원통형 시편을 이용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의 기본물성을 평가하였다. 100% 재활용 플라스틱의 

경우 밀도 0.876 , 탄성계수는 1,752 MPa로 측정되었다.

재활용 조립식 플라스틱 기초는 하수관 직경 25 cm의 

소규모 관에서 직경 100 cm 이상의 대형 흄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였다. 현장조립식 재활용 

플라스틱기초의 제원은 총길이 1,086.5 mm (연결부 제외 

시 1,000 mm), 폭은 관직경, 높이는 125 mm이다. 현장에서 

시공 시 중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량화 및 안전성

을 고려하여 기초형상 및 재질을 결정하였다. 각각의 기초는 

레고 형태의 조립형식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활용 조립식 플라스틱 기초의 성능평

가를 위하여 만능시험기를 이용한 구조성능시험 및 FEM 

해석, 하수관로, 기초 및 뒤채움재를 이용한 소규모 모형챔버

시험(Lee, 2014), 하수관로 BTL 사업장의 소규모 현장시험 

및 ABAQUS 구조해석 등을 시행하였다(Ka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관 직경에 따른 3종의 하수관용 재활용 

조립식 플라스틱 기초를 해석에 이용하였다. 시공순서는 

제품생산, 터파기 및 자재 하차, 터파기 바닥면 면 고르기, 

재활용 조립식 플라스틱 기초 설치 및 연결부 정리, 하수관로 

부설(Fig. 2), 뒤채움재 시공 및 다짐, 도로포장 및 마무리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시공법과 거의 동일하고 바닥에 

부설하는 기초의 종류에 따른 시공의 차이만 있다.

해석에 사용한 강성관용 하수관로 기초형식은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쇄석기초(접촉각 60도, A), 콘크리트기초(접촉각 

120도, B), 콘크리트기초(180도, C), 현장조립식기초와 유동

성뒤채움재(D)를 이용한 기초 등 총 4종으로 구성하였다.

지반 굴착, 하수관로 부설 이후 사용하는 뒤채움재는 현장

에서 발생하는 사질토(W) 또는 점성토(X) 등 2종, 양질의 

모래(Y) 또는 현장발생토사(Z)를 이용한 2종의 유동성 뒤채

움재를 이용하였다. 뒤채움재의 기본 물성은 Table 2와 같다. 

유동성 뒤채움재는 흙, 시멘트(2-4%), 물의 혼합물 형태이다.

하수관로 시공 시 원지반 조건은 도로 하부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N값 2 (초연약), 4 (연약), 8 (보통) 등 3가지 지반조

건을 이용하였다. 기초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개량 이전의 원지반 조건을 해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강성관은 하수도 시공현장에서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되는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KS F 4403 보통

관 2종)이고, 관 직경은 250 mm, 350 mm 및 450 mm 등 

총 3종류를 이용하였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기본 물

성은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관직경 및 뒤채움재 종류별 

해석에 이용한 설계하중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Fig. 1. Plastic Fillet and Precast Foundation

Fig. 2. Construction of Plastic Foundation

Type Material

Property

BackFill 

Code

Internal 

Friction 

Angle

Unit 

Weight 

()

Soil
Granular W 30° 1.80

Clay X 20° 1.60

CLSM
Granular Y 33° 1.83

Clay Z 30° 1.56

Table 2. Backfill Materials

Property
Diameter (


)

250 mm 350 mm 450 mm

Pipe Thickness, t (mm) 28 32 38

Pipe Weight (kg) 166 259 404

Table 3. Reinforced Concret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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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분석

4.1 설계하중

설계하중은 하중 계수를 이용하여 하수관로 상단부의 

지반과 굴착 후 뒤채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하중, 도로 

위의 교통(차량) 하중인 활하중의 합으로 결정된다. Table 

4는 관 지름(3종), 뒤채움재(4종), 기초(4종)에 따른 설계하중 

값(토피고, 1.8 m)을 보여주고 있다.

4.2 기초의 지지력 평가

하수관로의 기초는 관의 지름(폭)에 비해 길이(평균 25 m)가 

길어 연속기초로 해석하였다. 기초의 지지력 평가는 Terzaghi 

공식을 이용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기초의 폭은 관의 지름을 

이용하였고, 기초의 길이는 맨홀과 맨홀의 평균 거리 25 m를 

적용하였다. 지반조건은 도로 하부에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도로설계 시 구분하는 지반조건으로 N값 2 (초연약), 4 (연

약), 8 (보통) 3가지 조건을 이용하였다. 지하수위는 지표면에

서 1 m 깊이에 있고, 기초의 지지력 평가 시 안전율은 3을 

적용하였다. 안전율은 기초의 지지력과 설계하중을 이용하

여 결정하였고, Figs. 3과 4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Figs. 3과 

4는 각각 굴착깊이 1 m와 2 m에서의 지지력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의 지지력은 사질토(W, Y)에 비해 점성토(X, 

Z)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점성토의 점착력과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 중량으로 인한 효과로 판단된다. N값

의 증가에 따라 지지력의 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점성토를 이용한 유동성 

뒤채움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 중량과 사용한 시멘

트에 의해 발생한 큰 점착력으로 인해 지지력이 개선되었다.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N값이 2이고, 굴착깊이 1 m인 

경우 4가지 뒤채움재 모두 허용지지력과 설계하중을 이용하

여 결정한 안전율이 1.0 이하로 나타났고, 이는 기초의 지지

력 부족을 의미한다. N값이 4, 굴착깊이 1 m인 경우에는 

사질토 및 모래를 이용한 현장발생토사 뒤채움에서 지지력

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일한 N값을 가지는 사질토

(W, Y)와 점성토(X, Z)의 경우 점성토가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 중량과 점착력 효과로 인해 기초의 지지력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나타났다. 해석에 사용한 뒤채움재 중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사질토(W)를 이용한 유동성 뒤채움재 경우

가 가장 작은 지지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3 기초의 침하량 평가

하수관로의 즉시침하량을 Harr (1966)가 제안한 방법(Eq. 

(4))과 Terzaghi and Peck (1996)이 제안한 방법(Eq. (5))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Harr (1966)가 제안한 방법은 설계하

중(), 기초의 폭(), 지반의 탄성계수(

), 흙의 포아송비

(

)가 주요 변수이고, Terzaghi and Peck (1996)이 제안한 

방법은 지반의 N값, 기초의 폭() 및 설계하중이 주요 변수

로 이용된다. 기준이 되는 허용침하량은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12.7 mm를 이용하였다.

Depth
Backfill 

Code

Pipe Diameter

250 mm 350 mm 450 mm

0.8 m

W 8.9 9.6 10.5

X 8.6 9.3 10.2

Y 9.0 9.7 10.5

Z 8.6 9.3 10.2

1.8 m

W 7.9 8.7 9.0

X 7.3 8.0 8.4

Y 8.0 8.8 9.1

Z 7.3 8.0 8.4

2.8 m

W 8.2 9.5 10.2

X 7.5 8.7 9.3

Y 8.3 9.7 10.3

Z 7.5 8.7 9.3

Table 4. Design Load (ton/m2)

Fig. 3. Bearing Capacity with Soil & N Value at 1 m of Depth

Fig. 4. Bearing Capacity with Soil & N Value at 2 m of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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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량을 산정한 결과(Table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Harr 

(1966)의 방법이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되었고, Terzaghi and 

Peck (1996)이 제안한 방법이 상대적으로 침하량이 크게 

나타났다. 해석에 사용된 뒤채움재의 종류에 따른 침하량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지지력에 비해 침하량이 설계의 미치는 민감도가 다소 작은 

것을 의미한다.

4.4 관 내부 휨모멘트를 이용한 안전율 평가

휨모멘트를 이용한 하수관로의 안전율은 관이 저항할 

수 있는 최소 저항 휨 모멘트(Mr)와 설계하중에 의해 발생하

는 최대 휨 모멘트(Mmax)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최소 저항 

휨모멘트는 관의 재료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관의 외압강

도, 관의 두께 중심반경, 관의 자중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하수관로의 최대 휨모멘트(Mmax)는 설계하중과 k (bedding 

factor)값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k값은 하수관로 하부기초의 

형식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 시설

기준에 제시된 값을 준용하였다. 최소 안전율은 1.1을 적용하

Method N
Depth 

(m)

Pipe Diameter

250 350 450

Harr 

(1966)

2 1 9.63 15.27 22.66

2 4.35 6.48 8.91

4 1 1.65 2.62 3.88

2 0.74 1.11 1.52

8 1 0.59 0.93 1.38

2 0.27 0.40 0.54

Terzaghi 

and Peck 

(1996)

2 1 19.89 31.63 45.31

2 8.99 13.42 17.79

4 1 9.94 15.81 22.26

2 4.49 6.71 8.90

8 1 4.97 7.91 11.33

2 2.25 3.36 4.45

Table 5. Settlement (mm) of W Backfill

Fig. 5. Factor of Safety with Foundation and Pipe Diameter for

W Case

Fig. 6. Factor of Safety with Foundation and Pipe Diameter for

X Case

Fig. 7. Factor of Safety with Foundation and Pipe Diameter for

Y Case

Fig. 8. Factor of Safety with Foundation and Pipe Diameter for

Z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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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초의 종류에 따른 안전율은 Figs. 5~8에 제시하였다. 

관의 휨모멘트를 기준으로 결정한 안전율을 관점에서 보면, 

쇄석기초(받침각 60도)의 안전율이 기준값 이하로 나타났

다. 콘크리트기초(받침각 120도), 콘크리트기초(받침각 180

도) 및 현장조립식 재활용 플라스틱 기초의 안전율은 기준값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굴착 깊이 1 m인 경우, 250 mm관의 

안전율은 일부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이고, 350 mm 및 

450 mm 관의 안전율은 기준값 이하로 나타났다. 강성관용 

하수관로의 기초 선정 시 사용하는 지지방식은 자유단식보

다는 고정식을 적용하는 것이 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채움재의 종류에 따른 관의 안전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성관 

하수관로의 재료적 특성이 뒤채움재로 인한 지반 특성에 

비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개발된 현장조립식 재활용 

플라스틱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에 비해 재료적 강성은 작으

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멘트를 2-4% 이용한 유동성 

뒤채움재를 이용하여 부족한 강성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성 뒤채움재의 경우 시멘트

에 의한 일부 재료의 부착력 증대 및 뒤채움재의 강도를 

증진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설된 관의 안전성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굴착 깊이에 따른 안전율 변화는 1 m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고, 2 m에서 최대값, 이후 3 m까지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해석에 사용된 관의 지름이 250 mm, 350 mm 

및 450 mm으로 주로 도심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많이 사용되

는 하수관로 크기임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안전성 등을 고려

해서 최대 안전율을 나타내는 굴착 깊이로 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굴착 깊이에 따른 안전율은 굴착형

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가 연구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관직경, 기초형식, 뒤채움재, 원지반 상태 등에 의한 강성

관 하수관로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

하였다.

(1) N값을 가지는 사질토와 점성토의 경우 점성토가 상대

적으로 작은 단위중량과 점착력 효과로 인해 기초의 

지지력에 대한 안전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Harr (1966)의 방법이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되었고, 

Terzaghi and Peck (1996)이 제안한 방법이 상대적으로 

침하량이 크게 나타났다. 해석에 사용된 뒤채움재의 

종류에 따른 침하량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굴착깊이 1 m인 경우, 250 mm 관의 안전율은 일부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이고, 350 mm 및 450 mm 관의 

안전율은 기준값 이하로 나타났다. 강성관용 하수관로

의 기초 선정 시 사용하는 지지방식은 자유단식보다는 

고정식을 적용하는 것이 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장조립식 재활용 플라스틱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에 

비해 재료적 강성은 작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멘트를 2-4% 이용한 유동성 뒤채움재를 이용하여 

부착력 증대 및 뒤채움재의 강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설된 관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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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은 방재와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학술담당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은 방재관련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경험

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회의) 위원회는 3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심사위원)

1.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적합한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3.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심사 및 판정)

1. 접수된 논문의 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이 30% 이상일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게재불가’ 판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요

경비를 제외한 투고료는 환불 처리한다.

2.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발송한다.

3. 1차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게재불가’의 판정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3인의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이 있으면 그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다. 심사위원 2인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이 

있으면 그 논문은 ‘게재불가’하며, 심사위원 1인만의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게재불가’ 판정이 가능하다.

5.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원고에 대해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의 경우 2차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한다.

6. ‘재심’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재심’의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수정후게재가’의 경우 4개월 내에 답변서와 수정된 원고를 on-line 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정후게재가’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서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확정된다.

7.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논문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8.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논문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논문심사제도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9. 상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 7 조(투고요령) 논문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논문게재)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분야 및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제 9 조(논문집 발행) 논문집 발행 회수는 연6회로 하며 발행은 2, 4, 6, 8, 10,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0 조(논문집 구독료) 우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논문집 구독료는 연간 4만원으로 한다.

제 11 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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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학회 논문투고규정 2012. 11. 22. 제    정

2020. 04. 24. 일부개정

논문의 구분

한국방재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심사절차에 따라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으로 구분한다.

논문투고의 내용에 따라 연구논문, 토의 및 토의회답으로 구분하며, 연구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이론 또는 실험적인 연구 및 기술성과

에 근거하여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토의 및 토의회답은 논문집에 기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상이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토의로서 투고할 수 있으며, 원저자는 이에 

회답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격

논문집에 투고하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학회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이어야 하며, 투고하는 논문은 교신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논문의 저자수는 최대 6인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투고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osham.or.kr)의 논문투고시스템으로 투고해야 한다. 논문투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방재학회 사무국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10호, tel : 02-567-6311, fax : 02-567-6313, e-mail : master@kosham.or.kr)

으로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한다.

Kim, J.H., and Mays, L.W. (1994). Optimal rehabilitation model for water-distribution systems. J. Water Res. Plng. and Mgmt., ASCE, 

Vol. 120, No. 5, pp. 674-692.

Ozawa, K., and Tamai, N. (1998). Analytical solution of three dimensional flow. Hydroinformatics '98, IAHR, Copenhagen, Denmark, Vol. 

1, pp. 205-212.

Rebelo, C., and Rigueiro, C. (1997). Dynamic response of footbridges - A case study. Proceedings of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in Civil and Building Engineering, Seoul, Korea, Vol. 1, pp. 443-448.

Lewellen, W.S. (1977). Use of invariant modeling. In W. Frost (Ed.), Handbook of turbulence (Vol. 1, pp. 237-280). 

New York, NY: Plenum Press.

Blong, R.J. (1985). Gully sidewall development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In W.C. El-Swanify, A. Moldenhauer, 

and A. Lo (Eds.), Soil erosion and conservation (pp. 575-584). Ankeny, IA: Soil Conservation Society of 

America.

Chaudhry, M.H. (1993). Open-channel flow.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eltaos, S. (1974). Turbulent impinging je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Canada.

Edinger, J.E., Brady, D.K., and Geyer, J.C. (1974). Heat exchange and transport in the environment. Report 14, EPRI Publication No. 

74-049-00-3, Electric Power Res. Inst., Palo Alto, Calif.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편집위원회가 선임한 3명의 심사위원(논문주제와 부합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

문가)이 심사하며, 심사절차는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일반논문의 심사료는 60,000원, 긴급논문의 심사료는 150,000원이며 논문투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일반논문 및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게재면수에 따라 상이하며 논문출판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 분 논문게재 면수 일반논문 긴급논문

논문게재료

6쪽까지 100,000원 200,000원

7~15 쪽 쪽당 30,000원 추가 쪽당 50,000원 추가

16쪽 이상 게재불가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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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모든 저자는 한국방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관련 정책은 편집위원과 저자들을 

위한 국제표준(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s)을 따른다.

성/젠더에 대한 고려

①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대상이 사람일 경우 성과 젠더, 동물이나 세포일 경우 성별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③ 한 성별에서만 배타적인 모집단을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면, 저자는 명백한 경우(예 : 전립선암)를 제외하고는 그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저작권 양도 및 저자점검표

저자들은 제출한 논문이 출판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저작권을 한국방재학회에 양도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논문 제출 시 

한국방재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submission.kosham.or.kr)에 있는 “저작권양도동의서”, “저자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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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Authors

Manuscript Classification

The manuscripts submitted to the Journals of KOSHAM(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are classified into “general manuscript” and 

“urgent manuscript” according to the review procedure.

The manuscripts are classified into Research Papers, Discussion and Replies. Research Papers should be a well organized thesis based on 

original theories of experimental research and technical achievement. Discussion and Replies should present complementary of different data or 

opinions on previously published research method and result. In principle, the writer should reply to the discussion.

Contributor

The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should be a regular member of the KOSHAM with no unpaid annual fee. The maximum number of 

authors cannot exceed six in principle.

Submission

Manuscript should be electronically submitted. The link to journal submission can be found in the website of KOSHAM 

(http://www.kosham.or.kr). The inquiry for the submission can be made to the Executive Office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010 New Bldg., The Korea Science Technology Center, 22 Teheran-ro 7-gil, Gangnam-gu, Seoul 06130, Korea, tel : 02-567-6311, fax : 

02-567-6313, e-mail : master@kosham.or.kr). 

References

References must be completed in the following form. For example;

Kim, J.H., and Mays, L.W. (1994). Optimal rehabilitation model for water-distribution systems. J. Water Res. Plng. and Mgmt., ASCE, 

Vol. 120, No. 5, pp. 674-692.

Ozawa, K., and Tamai, N. (1998). Analytical solution of three dimensional flow. Hydroinformatics '98, IAHR, Copenhagen, Denmark, Vol. 

1, pp. 205-212.

Rebelo, C., and Rigueiro, C. (1997). Dynamic response of footbridges - A case study. Proceedings of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in Civil and Building Engineering, Seoul, Korea, Vol. 1, pp. 443-448.

Lewellen, W.S. (1977). Use of invariant modeling. In W. Frost (Ed.), Handbook of turbulence (Vol. 1, pp. 237-280). New 

York, NY: Plenum Press.

Blong, R.J. (1985). Gully sidewall development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In W.C. El-Swanify, A. Moldenhauer, 

and A. Lo (Eds.), Soil erosion and conservation (pp. 575-584). Ankeny, IA: Soil Conservation Society of America.

Chaudhry, M.H. (1993). Open-channel flow.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eltaos, S. (1974). Turbulent impinging je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Canada.

Edinger, J.E., Brady, D.K., and Geyer, J.C. (1974). Heat exchange and transport in the environment. Report 14, EPRI Publication No. 

74-049-00-3, Electric Power Res. Inst., Palo Alto, Calif.

Review Process

The submitted manuscript shall be examined according to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Regulations on Operation of Editorial 

Board of Collected Papers’ by 3 examiners (those with a doctor's degree coinciding with the subject of paper or experts corresponding to that) 

selected by the Chairman of Board or Assistant Administrator. 

Review and Publication Fee 

The review fee is 60,000 won for a general manuscript and 150,000 won for an urgent one. The fee should be paid at the time of 

manuscript submission. 

The publication fee of general and urgent manuscript are depending on the number of pages published. The fee should be paid prior to the 

publication of accepted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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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umber of Pages Published General manuscript Urgent manuscript

Publication 

Fees

Up to 6 pages 100,000 won 200,000 won

7 through 15 pages 30,000 won added by page 50,000 won added by page

16 pages or more No publication permitted. No publication permitted.

Research Ethics

All authors of manuscript must abide by ‘Research Ethics Regulation’ of KOSHAM.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s) can be applied. 

Sex/Gender Considerations

① Authors should ensur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logical factors) and gender (identity, psychosocial or cultural 

factors).

② Unless inappropriate, authors should report the sex or gender of study participants, the sex of animals or cells.

③ If the study was done involving an exclusive population, for example in only one sex, authors should justify why, except in obvious cases 

(e.g., prostate cancer).

Copyright Transfer and Author’s Check List

All authors of the manuscript would like to publis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must agree to transfer all 

forms of copyright to KOSHAM. 

Author should submit manuscript with th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and “Author’s Check List” in the website of KOSHAM 

(https://submission.kosh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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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학회 논문투고 세부지침 2012. 11. 22. 제    정

2018. 09. 14. 일부개정

1. 한국방재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의 논문투고는 ｢한국방재학회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2. 논문작성방법

2.1 논문의 구성 :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문분야

② 제목(국문 및 영문),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만 기재

③ 저자명⋅소속기관⋅직위 기재(국문 및 영문)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직위⋅재학년도 기재

④ 요지(국문 및 영문) : 영문논문의 경우, 국문요지를 반드시 기재

⑤ 핵심용어(국문 및 영문) : 영문논문의 경우, 국문 핵심용어를 반드시 기재

⑥ 서론

⑦ 본론

⑧ 결론

⑨ 감사의 글

⑩ 참고문헌(Reference)(영문)

⑪ 부록

2.2 전문분야

논문 첫 페이지의 우측상단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 선택한 전문분야가 명시되며, 이때 전문분야의 명칭은 본 학회에 설치된 전문분과

위원회의 명칭 중 대분류에 따른다. 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도 전문분야의 명칭은 국문으로 한다.

보기

건축물방재, 기상방재, 기후변화방재, 교통방재, 도시방재, 방재시스템, 보건의료방재, 산지방재, 소방방재, 시설물방재, 지반방재, 지진방재, 

풍수해방재, 하천방재, 해안해양방재, 환경방재  

2.3 제목

논문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제목을 그 아래에 쓴다. 단,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만 쓴다. 영문제목의 첫 자와 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보기

변위장에 곡률효과가 포함된 4절점 쉘요소의 개발

Development of 4-Node Cylindrical Shell Element Including Curvature Effect in Displacement Field

2.4 저자명

저자명은 국문명을 위에, 영문명을 아래에 기재하며 영문명은 성, 이름 순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명만 쓴

다. 저자의 회원자격, 근무처 및 직위를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하되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보기

남완규*・김철수**・박철민***

Nam, Wankyu*, Kim, Chul Soo**, Park, Chul-min*** 

  * 정회원.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E-mail:abcd123@korea.com)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 ○○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 교신저자. 정회원․.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Tel : +82-2-123-4567, Fax : +82-2-123-4567, E-mail:abcd123@korea.com)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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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지 및 핵심용어

국문 및 영문논문 모두, 논문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주요결론을 포함하여 900자 이내의 국문요약과 300단어 이내의 영문요약을 

작성한다. 순서는 영문요지, 국문요지의 순서로 한다. 국문요지와 영문요지는 그 내용상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각각 한 문단(one 

paragraph)으로 작성한다. 요지는 수식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그 자체로서 완성된 문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문의 도표, 수식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국문요지는 “요지”로, 영문요지는 “Abstract”로 표제를 통일한다. 국문 및 영문 요지

에는 핵심용어(Keywords)를 3~5개 제시하며, 국문과 영문 용어의 뜻과 나열순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2.6 본문

2.6.1 본문의 구성

본문은 서론, 본론 및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은 서론을 제1장, 결론을 마지막 장으로 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장, 절 및 소절의 제목을 붙여서 나눈다. 장, 절 및 소절의 제목이 영문일 경우의 표기방법은 논문제목의 영문표기방법과 같다.

보기

1. 서론(Introduction)

2. 수학적 정식화(Mathematical Formulation)

 2.1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Governing Equation and Bounary Conditions)

 2.1.1 지배방정식(Governing Equation)

 2.1.1.1

3. 모의계산결과 및 민감도 분석(Simulation Results and Sensitivity Analysis)

4. 결론(Conclusions)

 괄호안은 영문으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 해당함.

2.6.2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논제와 관련된 연구연혁 및 동향, 연구범위 및 가정조건, 연구방법의 개요 등을 기술한다.

2.6.3 본론

본론에서는 기본이론, 가정, 방법론 등을 상술하고 이론적 해석, 실험, 또는 계산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 및 유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고찰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2.6.4 결론

결론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해당 연구분야 및 유사한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한다.

2.6.5 그림 및 사진

그림 및 사진은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 번호와 제목,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기재해야 하며, 그림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형

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및 사진은 색도인쇄가 가능하나, 이때 인쇄에 대한 실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2.6.6 표

표의 번호, 제목,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기재해야 한다.

2.6.7 그림, 표 번호 및 제목

그림 또는 표 번호 및 제목의 영문 표기방법은 아래의 보기에 따른다.

보기

Fig. 1. Local Buckling

Table 1. Displacement at a Support

 Text01  Text01  Text01

 Text02  Text02  Text02

 Text03  Text03  Text03

그림 및 표의 번호매김은 삽입되는 본문의 장 또는 절의 번호에 관계없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순서에 따른다. 즉 “그림 2.1” 등의 표기

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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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번호 및 제목하에 두 개 이상의 그림/표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각 그림/표를 (a), (b), …로 구분하여 소제목을 부여한다. 표에 

대한 소제목 기입방법은 아래 보기와 같으며 그림의 소제목은 그림목차에 포함시키고 그림원도에는 그림 번호(소제목 번호 a, b, …포

함)를 연필로 표기한다. 소제목의 영문 표기방법은 논문제목의 표기방법과 같다.

보기

 Table 2. Error Analysis of Various-type Hydrographs

(a) Rectangular hydrograph

 

(b) Triangular hydrograph

 

2.6.8 수식

수식은 문장이 쓰여진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한다. 수식에 사용되는 기호(변수명)는 가급적 간략한 것을 사용한다. 대

문자, 소문자, 희랍문자 등을 명백히 구분하여 혼돈하기 쉬운 문자는 아래 보기와 같이 연필로 주기하면 좋다. 논문에 쓰인 수식에 대

하여 아래 보기와 같이 수식이 쓰인 행의 오른쪽 끝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본문의 장 또는 절의 번호에 관계없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순서에 따른다.

보기
       

                     파이
                      ↓

 W =


∞



sin





 (2)

          ↑ 
        아래첨자

2.6.9 그림, 표 및 수식의 언급방법

그림, 표 및 수식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다음 보기와 같은 표기 방법을 따른다.

보기

Fig. 2, Fig. 3(a), Table 5, Figs. 3 and 4

Tables 3(a) and 3(b), Eq. (2), Eqs. (1) and (2)

2.6.10 참고문헌의 인용방법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문헌의 저자명과 발행년도를 사용하여 인용한다(아래 보기 참조). 저자명은 Last Name을 기재한

다. 인용문헌의 저자가 2인 이상이면 “Holly and Preissmann”과 같이, 3인 이상이면 역시 제 1 저자명만을 사용하여 “Holly et al.”과 같

이 표기한다. 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앞의 단어와 한칸 띄어 인용부분 즉 괄호를 삽입한다. 이밖에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의 사용은 다음 보기를 따른다.

보기

Zoch(1934)의 결과는 이후 개발된 여러 수문모형(McCarthy, 1938 ; Clark, 1945 ; Nash, 1959a)에서 이용되었다.

“Holly and Preissmann (1988) further investigated the effect of prestressing on elastica arches.

2.7 감사의 글

연구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 지원 또는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또는 인명 등을 적어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2.8 참고문헌

본문에서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을 정리한다.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않으며, “References”로 표제를 통일한다.

2.8.1 참고문헌의 정리순서

참고문헌의 순서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제 1 저자의 성명이 같은 것들은 제 2 저자의 성명순으로 정리한다(이중 제 2 저자가 없

는 것이 가장 우선함).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저자명이 일치하는 문헌들에 대하여는 출판년월이 빠

른 것 순으로 정리한다. 출판년월도 같은 경우에는 문헌제목의 가나다(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2.8.2 참고문헌 표기방법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투고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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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호

본문 중에 사용된 기호들의 정의를 나열, 정리한다. 정리 순서는 영문자, 그리스문자의 순으로(알파벳 순으로 대문자를 먼저) 한다(보

기 참조). 국문의 경우에는 “기호”로 영문의 경우에는 “Notation”으로 표제를 통일한다.

보기

 A : 관의 단면적

 E : 탄성계수

 L : 경간의 길이

 Re : Reynolds 수

α : 에너지 보정계수

 v : 동점성계수

2.10 부록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 수식의 상세한 유도 과정은 필요에 따라 부록에 수록할 수 있다. 부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부록제목의 영문 표기방법은 논문제목의 표기방법과 같다. 국문의 경우에는 “부록”으로 영문의 경우에는 

“Appendix”로 표제를 통일한다.

보기

부록. HEC-5 입력자료

Appendix. Rainfall Data

두 개 이상의 부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록 1. 유도과정”, “부록 2. 유량자료”와 같이(영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제목에 번호를 붙여 

구분한다. 부록 내에서는 장, 절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부록에서 사용되는 그림, 표 및 수식의 번호는 본문의 것들을 연이어 사용한다.

3. 토의 및 토의회답 작성방법

3.1 토의원고의 작성

토의원고의 작성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논문의 작성방법을 따른다. 토의원고는 국․영문 요지를 구성에서 제외한다. 또한 본문

의 구성에 있어서 서론, 본론, 결론 등의 장, 절 구분을 하지 않는다. 수식 및 도표의 번호는 원논문의 것을 이어서 사용한다. 논문제

목은 원저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원논문의 저자, 발행된 권, 호 및 발행년도를 첫 페이지 하단에 주기한다. 토의자의 성명은 다음 

보기와 같이 기입하고 회원자격, 근무처 및 직위를 기재한다.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 “<토의원고>”라 표기한다.

보기

<토의원고> <하천방재>
토의대상 국문제목* : “원제목(국문)”에 관한 토의

영문제목 : Discussion on “원제목(영문)”

토의자 : 김철수**⋅김순미***

Discussion by Kim, Chul Soo and Kim, Soon Mi

  * 원저자 : 홍길동, 제8권 4호, 2004년 12월

Author : Hong, Gil Dong, Vol.8 No.4, Dec., 2004

 ** 정회원.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E-mail:abcd123@korea.com)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 ○○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원고 내용 중에 “저자(들) 또는 author(s)”은 원논문저자를, “필자(들) 또는 writer(s)”는 토의자를 지칭하게끔 집필한다.

3.2 토의회답의 작성

토의회답의 작성은 토의원고의 작성방법에 준한다(아래보기 참조). 수식 및 도표의 번호는 토의원고의 것을 이어서 사용한다. 원고내용 

중에 “토의자(들) 또는 discusser(s)”는 토의자를 “필자(들) 또는 writer(s)”는 토의 회답자를 지칭하게끔 집필한다. 첫 페이지 좌측 상단에 

“<토의회답>”이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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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토의회답> <하천방재>
토의대상 국문제목＊: “원제목(국문)”

영문제목 : “원제목(영문)”

홍길동

Hong, Gil Dong

＊원저자 : 홍길동, 제8권 4호, 2004년 12월

Author : Hong, Gil Dong, Vol.8 No.4, Dec., 2004

4. 규정의 준수의무

투고자는 원고작성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기타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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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문심사제도 운영지침 2008. 02. 12. 제    정

2020. 04. 24.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방재학회”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

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기존의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 3 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기존의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4 조(심사위원) 

①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적합한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③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심사 및 판정) 

① 심사위원은 10일 이내 초심(1차심사)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발송한다.

②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로 하며 ‘게재불가’ 의 판정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 3인의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이 있으면 그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다. 심사위원 2인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이 

있으면 그 논문은 게재불가하며, 심사위원 1인만의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게재불가 판정이 가능하다.

④ ‘수정후게재가’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고,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답변

서와 수정된 원고를 on-line 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

서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확정 처리한다.

⑤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논문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⑥ 상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 6 조(투고요령) 

투고요령은 기존의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7 조(긴급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① 심사료는 15만원이며, 게재료는 6쪽까지는 20만원이며, 7쪽부터는 쪽당 5만원이 추가되며, 15쪽 까지만 게재가 가능하다.

②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논문집 발행) 

논문집 발행은 기존의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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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2007. 12. 11. 제    정

2021. 04. 23.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즉,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즉,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즉,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중복게재 즉,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즉,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승인하고 4) 논문의 정확성이나 정직성에 

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도 적정히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이 네 가지의 조

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불만족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

제 5 조(검증시효)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한다.

제 6 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당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7 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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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다

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는 5명으로 한다. 논문집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나머지 3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④ 피조사자가 위원에 포함될 경우 해당위원은 제외하고 구성한다.

⑤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

여야 한다.

제 9 조(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④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제 10 조(검증원칙)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서 는 동 위

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

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

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②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③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④ 제명

⑤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 12 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1. 2007년 12월 11일 제정

2. 2014년 12월 12일 일부 개정

3. 2020년 03월 12일 일부 개정

4. 2020년 04월 24일 일부 개정

5. 2021년 04월 23일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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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Regulation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esent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intended to secure the members’ 

research ethics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ciety”).

Article 2 (Objects of Application) This provision shall apply to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Society 

organizing academic events, research projects, publishing, education business, and so forth.

Article 3 (Coverage of Application) The coverage of application for the Society’s research ethic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is 

Regulation, except pursuant to the special provisions of upper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by national institutions.

Article 4 (Definition of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Miscon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sconduct”) as presented in this Regulation refers to forgery, falsification, plagiarism and 

unjustifiable indication of authors executed in research proposals, conduct, results reporting and announcements as follows:

① Forgery, which is the act of creating data or research results that do not exist

② Falsification, which is the act of distorting research information or results by artificially manipul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process, 

or by randomly transforming or deleting data

③ Plagiarism, which is the act of fraudulent use of other people’s ideas, research content, results, etc., without appropriate approval or quotation.

④ Duplicate publication, which is the academic act of using the same or substantially similar academic work that he or she did before in 

other journals or works either without consent of the co-author or the editor of academic journal where such work was firstly published or 

without any proper quotation.

⑤ Unjustifiable indication of authors, which is the act of not granting paper authorship to persons who satisfies all four of the following 

conditions, or granting paper authorship to persons who do not satisfy any of these following four conditions;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2)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 AND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⑥ The act of willfully interfering with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one’s own or someone else’s Misconduct and harming the informant.

⑦ The act of seriously deviating from the rang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t is commonly accepted

⑧ In addition, such Misconduct may also be included that is deemed necessary for its own investigation or prevention.

Article 5 (Validity of Verification) Information on prior Misconduct that occurred more than five years prior to the date of receipt 

shall be disregarded in principle: Provided, Even though the Misconduct was made five years ago, if the examinee perform subsequent 

research directly quoting results of earlier Misconduct, it shall be considered exceptional.

Article 6 (Protection of Informant’s Right)

① The informant means any person who notifies the Society of the fact or its relevant evidence of his or her recognizing Misconduct.

② The informant may report such fact or evidence in any way possible, including orally, in writing, by phone, via e-mail and so forth, under 

his or her real name, in principle: Provided, Even if anonymous, however, such information on the Misconduct specifically evidenced by 

the title of the research or thesis in writing or by e-mail shall be dealt with as the same case of those informed under real name.

③ The Society shall endeavor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and to ensure that the informant 

avoid any disadvantages from corresponding authorities.

④ If the informant wants to know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schedule and so forth after reporting the Misconduct, he or she shall be able 

to request them.

⑤ If the informant reported the information even though he or she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its content was untrue, the Society shall 

not be responsible to protect him 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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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Protection of Examinee’s Rights)

① The examinee means those who became subject to such investigation either by informants report or recognition of the Society, or assumed 

as being involved in fraudulent acts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Provided, Anyone required for reference witnesses or witnesses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shall not be included to such people.

② The Society shall protect the examinee from unduly infringing his or her honor or rights during the course of the verification.

③ The Society shall not disclose suspicions about the Misconduct until the results of the judgment are confirmed.

④ The examinee shall be able to ask the Society to inform him or her of the procedures and schedules of investigation of the Misconduct.

Article 8 (Composition and Authority of Research Ethics Committee)

① The Chairma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the Society shall be ele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The term of the Chairman shall be three years and the term of other members shall be one year.

② The Board shall comprise five members including the Chairman. The chief editor of the Journal, Korean and English, shall be an ex officio 

member.

③ The remaining thre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Chairman.

④ In such cases as the examinee is included in the members, he or she shall be excluded from the Committee.

⑤ The attendance of the informant, examinee, witness and testifier shall be requested, along with preparation materials for the affidavit. In 

such case, the examinee must be responsive.

Article 9 (Investigation Result Report of Research Misconduct)

Upon receipt of research ethics issues in relation to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Societ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shall inform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the matter for their investigation. The Committee shall investigate the Misconduct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Board of Directors containing each of the followings with no fail:

① Contents of information

② The Misconduct subject to investigation

③ Names of Research Ethics Committee members and meeting minutes

④ Judgment of the investigation scope and whether it is true or not

⑤ Relevant evidence and witnesses 

Article 10 (Principle of Verification)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verifying whether the Misconduct is 

true or not. The Committee shall ensure that both the informant and the examinee’s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statements of opinion, 

appeals of objection, and defense, and notify them of related procedures in advance. In addition,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ndeavor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Committee.

Article 11 (Follow-up Measures on Investigation Result Report)

If no Misconduct is confirmed, the Society shall conduct appropriate follow-up action in order to restore the honor and reputation of 

corresponding researchers: Provided, If the Misconduct is confirmed, this shall be published and each of the following actions shall be taken 

by a vot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gravity of the cases:

① Demand for cancellation or mod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② Cancellation of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Official written notice for cancellation shall be sent to relevant agencies.)

③ Disqualification of membership for a reasonable period

④ Expulsion

⑤ Accusation to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rticle 12 (Others) The provisions not specified i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y-law:

1. Enacted on December 11, 2007
2. Revised on December 12, 2014
3. Revised on March 12, 2020
4. Revised on April 24, 2020
5. Revised on April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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