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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2.0 스마트 댐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How to Build Web 2.0 Smart Dam Platfo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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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대댐(높이 15m이상)은 약 1,200여 개가 존재하고 있으나, 댐 소유 및 관리 기관이 달라 안전

점검 및 관리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과 홍수피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8회의 빈번한 가뭄을 경험하였고 전국 28개 시군이 상습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었고,

2022년과 2003년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댐은 주요한 사

회가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명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댐 유지 관리 시스템을 극복하고자 첨단 ICT기술이 융합되어, 댐 구성요소, 위험요소, 시설요

소가 동기화 되어 지능적, 효율적이며 창조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Web2.0 기반의 스마트 댐 플랫폼 기술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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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6년 이후, 홍수로 인해 1998년에는 40개, 1999년에는 5개의 소규모 저수지가 붕괴되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발생 시에는 강릉의 장현댐과 동막댐이 붕괴되어 하류하천변 주거지역 등에 큰 홍수피해를 입힌

바 있고, 강릉시 상류부의 오봉댐과 고령군 상류부 성주댐의 경우 댐 월류 직전까지 도달하여 댐 붕괴위험에

대비한 주민대피 등 큰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과 홍수피해가 심해지는 경향

가운데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 재산 피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홍수기 유출량

과 댐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홍수의 예방과 안정적인 시설이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댐 유지관

리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

2. 국내 댐 시스템 현황

K-water는 댐 시공계측 관리 시스템으로 매설되는 계측기기를 통해 건설기간 중 단기거동과 건설후의

장기거동 현상을 파악하고 기록을 관리한다. 설계 시에 적용한 각종 설계기준 값과 매설 계측기의 실제 계측

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구조물의 유지에 관련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날 때 원인분석 및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향후 동일 구조물 설계 및 시공 시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K-water는 관측국에서 해당 댐까지의 자료송수신을 위해 CDMA이동통신망 또는 저궤도 위성(Orbcomm)망

을 인공위성 통신시스템과 통신망 이중화를 구현하여 수문관측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E-mail:joycon@hanmail.net)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과정, 공학석사(E-mail:taehohyu@hanyang.ac.kr) - 발표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과정, 공학석사(E-mail:hi6910@nate.com)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공학박사(E-mail:military744@nate.com)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공학박사(E-mail:ginix@nate.com)

637



구조공학 2014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3. Web2.0 스마트 댐 플랫폼

기존의 유지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 보관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고 있으며 유지관리 수행 시 얻어

지는 정보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댐 시설물

정보를 기반으로 DB가 제공되지만 현장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기본 정보를 시설물과 일일이 대조하

여 점검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처럼 기존의 방법은 현장 점검 시 정밀성을 요구하기 힘들고 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시간이 길어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시의 원활한 댐 유지관리와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을 목적으로 댐 관련 각종 요소들과 활동인자

들을 목적에 따라 인터넷 기반으로 네트워킹 하여 댐 안전지능화, 청정용수공급 최적화, 홍수폭우수문조절

등을 조절하는 Web 2.0 스마트 댐 플랫폼을 그림 1과 같이 구현했다.

그림 1. Web2.0 스마트 댐 플랫폼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댐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동기화하고

Web2.0 기반의 스마트 댐 플랫폼을 구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사물인터넷 기반 sensor, ITS, SNS, Smart TV 등과 같이 제어 및 이용자와 관리자의 소통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App이나 Web을 통한 모든 이용자와 관리자간의 새로운 공유 정보를 통해 신속한 사

고 대응과 댐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시간적,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계측하고, 기존

의 정기점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의 방법을 상시계측정밀안전진단으로 개선하여 홍수나 가뭄 시 인명

피해 및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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