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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redged sediment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to have an objective, quantitative and scientific decision for the 

optimum removal time of dredged sediments behind debris barrier and was set up at the real site. The dredged sediment 

management system is designed and developed to directly measure the dredged sediments behind debris barrier in the field. 

This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Data Acquisition System (DAS), Solar System and measurement units for measuring 

the weight of dredge sediments. The weight of dredged sediments, the water level and the rainfall are measured in real 

time using the monitoring sensors, and their data can be transmitted to the office through a wireless communication method. 

The monitoring sensors are composed of the rain gauge to measure rainfall, the load cell system to measure the weight 

of dredged sediments, and water level meter to measure the water level behind debris barrier. The management criteria 

of dredged sediments behind debris barrier was suggested by using the weight of dredged sediments. At first, the maximum 

weight of dredged sediments that could be deposited behind debris barrier was estimated. And then when 50%, 70% and 

90% of the maximum dredged sediments weight were accumulated behind debris barrier, the management criteria were divided 

into phases of Outlooks, Watch and Warning, respectively. The weight of dredged sediments can be monitored by using 

the dredged sediment management system behind debris barrier in real time, and the condition of debris barrier and the 

removal time of dredged sediments can be decided based on monitoring results. 

요   지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에 대한 준설시기를 객관적, 정량적,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준설퇴적물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시범 구축하였다.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

다. 본 관리시스템은 Data Acquisition System (DAS), Solar System 및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측정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 수위 및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무선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측정유닛은 강우를 측정하기 위한 강우계,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하중측정계, 

사방댐 배면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수위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관리기준은 준설퇴적물의 하중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사방댐 배면에 퇴적될 수 있는 최대 준설퇴적물의 양을 산정하고, 최대 준설퇴적물의 50%, 70% 및 

90%가 쌓인 경우 관심, 주의 및 경보의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재 준설퇴적물의 하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방댐의 상태와 준설퇴적물의 준설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 Dredged sediment management system, Debris barrier, Management criteria, Removal time of dredged 

sediments, measurement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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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석류란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연사면이나 절개지의 

흙과 암석이 우수와 함께 하부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한

다. Pierson and Costa(1987)에 의하면 토석류는 흙과 암

석과 같은 퇴적물과 우수로 구성된 유동체로서 구성물질, 

운동속도 및 퇴적물의 농도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름철 발생되는 국지성 집중

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중호우는 산사태 및 토

석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Godt et al., 2006; Kim 

et al., 2004; Song et al., 2012).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토

층의 심도가 낮은 자연사면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얕은

파괴 형태의 산사태가 주로 발생되고 있다(Kim and Song, 

2015; Song et al., 2016; Viet et al., 2016; Yun et al., 

2017). 산림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7

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304ha에 달했

고, 인명피해는 55명, 이에 따른 복구액만 약 4,504억이 

소모됐다.

이와 같은 산사태 및 토석류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

하여 1950년대부터 다양한 사방 시설물이 설치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사방댐 설치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

으며, 2009년부터는 매년 800개 이상의 사방댐이 설치되

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5).

그러나 사방댐은 현재까지 현장점검 및 육안검사를 토

대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방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

과적인 유지관리시기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사방댐의 관리는 인식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1년 중 단 한번의 점검을 통하여 진행

되며, 작업자의 경험과 주관적 관점에서 의하여 수행된다. 

사방댐 혹은 사방시설은 설치 이후 사방댐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방댐 본연의 목적이 상

실되고 균열 및 누수의 발생 등 사방댐의 구조적인 안정성

에서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방댐의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방댐 배면의 준설 퇴적물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유지관리시점을 선정하는 유지관리시스템

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방댐 배면의 

퇴적물에 대한 준설시기를 객관적, 정량적, 과학적으로 결

정할 수 있도록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측정장치를 개

발하고 실제 현장에 시범 구축하였다. 그리고 대상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방댐 준설퇴적물의 관리기준을 마련하

고 이를 토대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 개발

2.1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측정유닛 선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방댐 배면 준설퇴적물의 하중 변

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측정유닛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

하였다. Fig. 1은 사방댐 준설퇴적물의 하중 변화를 모니

터링하기 위한 측정유닛의 설계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우를 측정하기 위한 강우계,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하중측

정계, 사방댐 배면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수위계로 구성되

어 있다. 특히 산사태로 인하여 사방댐 배면에 쌓이는 준

설퇴적물의 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개

발된 하중측정계를 설치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선정된 측정항목과 이를 측정하

기 위한 측정유닛, 그리고 실제로 적용될 제품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3가지의 측정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적용 및 개발하였다. 표

Table 1. Measurement units of the dredged sediment management system

Measurement list Measurement units Model

Rainfall Rainfall tipping bucket TR-525M, Texas electronics

Water level Groundwater level meter CWL-5, ZIS

Weight of sediments Load cell system Self-production(patent application)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redged sediment man-

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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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우측정을 위한 강우계는 tipping 

bucket 타입으로 선정하였고, 사방댐 배면의 수위를 측정

하기 위하여 수위계를 설치하였으며, 준설퇴적물의 중량

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하중측정계를 자체 제작

하였다. 현장에서 측정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산사태 발

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을 측정하여 사방댐에 대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2.2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 구성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은 전술한 각종 측정유닛으로부

터 특정된 자료를 저장, 관리 및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한

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측정유닛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무선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송한다.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은 Data Acquisition System(DAS), 

Solar System 및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측정유닛으로 구성

되어 있다. Fig. 2는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관리시스템의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측정유닛으로부터 측정된 자료는 Multiplexer를 통하여 

DAS 내의 Data Logger에 저장된다. Multiplexer는 다양

한 신호를 받아서 Data Logger에 송신이 가능한 자료로 

변경 및 제공해주는 장치이다. 또한 DAS에 전력을 공급

하기 위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인 Solar system

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 및 저장된 자료는 CDMA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전송되어 진다. 

3.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 관리기준 제안

산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사방댐 배면에 쌓이는 준설퇴

적물의 하중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준설퇴적물 

하중측정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준설퇴적물 

관리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방댐 배면에 퇴적될 수 있는 준설퇴적물의 양을 

계산한다. 식 (1)은 사방댐 배면에 퇴적될 수 있는 준설퇴

적물의 하중에 대한 계산식을 나타낸 것이다. 



 


×


×


 (1)

여기서, 

은 사방댐 배면에 퇴적될 수 있는 최대 준설퇴

적물의 양(ton), 

은 하중측정계의 단위면적(m2), 


는 사

방댐 높이(m), 

는 준설퇴적물(흙)의 전체단위중량(t/m3)

이다.

대상 사방댐의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결과 

= 1m2, 



=2.55m, 

=2.0t/m3이므로 사방댐 배면에 퇴적될 수 있는 

최대 준설퇴적물의 양은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10.2ton이 된다.

또한, 사방댐 배면에 쌓이는 준설퇴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심, 주의 및 경보의 세단계로 구분하여 

관리기준을 제안하였다. 관심단계의 경우 사방댐 배면에 

퇴적될 수 있는 최대 준설퇴적물의 50%로 선정하였으며, 

주의단계의 경우 70%, 경보단계의 경우 90%로 선정하였

다. 즉, 대상 사방댐의 경우 관심단계의 경우 5.1ton, 주의

단계의 경우 7.14ton, 경보단계의 경우 9.18ton이 된다. 주

의단계가 되면 대상 사방댐에 대한 준설퇴적물 제거작업

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 설치위치 선정 및 현장

설치

4.1 현장개요

본 연구에서는 준설퇴적물 측정장치 시험시공 위치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 14-2 일대의 1개 유역을 

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은 2006년과 2007년 집중호우로 인

하여 대규모 토석류 산사태가 발생된 현장이다. Fig. 3(a)

는 선정된 시험시공 구간의 유역을 위성사진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시점부에서 2개의 산사태가 발생되어 계곡부에

Fig. 2. Systematic diagram of the dredged sediment man-

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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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합쳐졌으며, 이후 하부로 사태물질이 흘러내린 토석류 

산사태이다. 

Fig. 3(b)는 대상지역에서 발생된 산사태의 전경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지역에 발생된 

산사태는 토석류 산사태로서 사태물질이 계곡부를 따라 

아래로 흘러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에 피해를 입혔다.

4.2 설치위치 선정

대상현장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일대 1개의 

유역으로 시점부에서 2개의 산사태가 발생되어 계곡부에

서 합쳐졌으며, 이후 하부로 사태물질이 흘러내린 토석류 

산사태 발생 현장이다. 현장조사결과 대상지역의 경우 4개

의 사방댐이 계곡의 중하류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하류부에는 1개의 대형 슬릿댐과 콘크리트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다. Fig. 4는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대상지역 토질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지역으로 선정된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일대 1개 유역에 

대하여 토층시료를 채취하였다. 대상지역의 토질은 편마

암 풍화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소에서 토층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현장의 지형조건 

및 토층분포 등을 고려하여 토층의 특성이 균등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지반의 토층시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40∼60cm 정도의 깊이에서 채취하였는데, 불교란 시

료는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원통형 샘플러를 이용하여 채

취하였으며, 교란시료는 비닐팩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료

는 현장조건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밀봉한 상태로 실험실

로 운반하였다. 그리고 채취한 토층시료를 이용하여 비중, 

함수비,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입도분석 등의 물성시험을 

실시하고, 실내 밀도시험을 통해 건조 및 습윤단위중량을 

산정하였으며,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여 연구지역 토층의 

강도정수를 구하였다. 한편 변수위투수시험을 통하여 연

구지역 토층의 투수계수를 산정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제

반 토질시험방법은 KS의 관련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Table 2는 대상지역의 토질에 대한 공학적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대상지역의 토질은 비중은 평균 2.637이며, 평

균 습윤단위중량은 1.769t/m3, 평균 건조단위중량은 1.525t/m3

이고, 함수비는 평균적으로 약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입도분석시험결과 입도가 양호한 모래(SW)로 분류

되었으며, 유효입경은 0.1mm이다. 또한 직접전단시험결

과 점착력은 0.95t/m2이고 내부마찰각은 34.6o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위투수시험결과 투수계수는 0.0168m/hr

로 조사되었다. Fig. 5는 대상지역 토질대표적인 입도분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지역 대상 유역에서 준설퇴

적물 측정장치의 설치위치를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

시 준설퇴적물의 변화, 측정장치의 시공성, 측정장치 및 

(a) Aerial photograph (http://map.daum.net/)

(b) Debris flows at the Deoksan village

Fig. 3. Photographs of the study area 

Fig. 4. Location of test bed for the dredged sediment man-

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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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였다. Fig. 6은 준설퇴적물 

측정장치가 설치될 사방댐 및 사방댐 배면의 사진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사방댐으로

서 배면에 준설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설

퇴적물 측정장치가 본 사방댐 배면에 설치될 경우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의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4.3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 현장설치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

리에 위치한 사방댐의 배면에 설치하였다. 개발된 준설퇴

적물 관리시스템은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강우시 수

위변화 및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사방댐 배면에 쌓이는 준설퇴적물 하중을 측정하기 위

하여 사방댐의 배면의 중앙에 개발된 하중측정계를 설치

하였다. Fig. 7(a)는 대상 사방댐의 배면에 설치되는 하중

측정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하중측정계를 인접하여 설치하였다. 하중측정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지지층에 하중측정계를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 준설퇴적물이 쌓여 변화되

는 하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방댐 배면의 수위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방댐 배

면의 중앙에 수위계를 설치하였다. Fig. 7(b)는 사방댐의 

배면에 설치된 수위계를 나타낸 것이다. 수위계를 설치하

기 위하여 천공하고 수위계 관을 설치한다. 이후 수위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

Table 2. Engineering properties of soil obtained from the study area

Property Symbol Measured value

Specific gravity 
 2.637

Total unit weight 
 1.769 t/m3

Dry unit weight 
 1.525 t/m3

Natural water contents  16.01%

Effective particle size 
 0.10 mm

Uniformity coefficient 
 9.8

Coefficient of curvature 
 1.3

Soil classification USCS SW

Liquid limit  32.39%

Plastic limit  19.85%

Plastic index  12.54

Cohesion  0.95 t/m2

Internal frictional angle  34.6°

Coefficient of permeability  0.0168 m/hr

Fig. 5.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 of the soil in the study 

area Fig. 6. Photographs of debris barrier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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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각종 측정유닛으로부터 특정된 자료를 저장, 관리 및 전

달하는 Data Acquisition System(DAS)과 DAS의 전원공

급을 위한 Solar System을 설치하였다. Fig. 7(c)는 대상사

면의 강우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우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우계는 사방댐의 보호펜

스에 설치하였다. 한편, Fig. 7(d)은 DAS의 내부를 나타낸 

것으로 각종 측정유닛으로부터 측정된 자료를 저장 및 전

송을 위한 로거, CDMA 통신장치, 배터리 등이 있다. 그리

고 DAS의 상부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Solar System과 피

뢰침이 설치되어 있다. 

5. 측정결과 및 분석

5.1 측정결과

현장에 설치된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

으로부터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적용

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

물에 대한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Fig. 8은 현장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로 부터 측정된 자

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측정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준설퇴적물에 대한 관리가 실제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시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에 대한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다. 

Fig. 9는 현장에 설치된 강우계를 통하여 측정된 강우자

료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기간은 2017년 5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는 우

기철인 6월부터 9월 사이의 측정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지역의 경우 최대강우량은 

80mm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mm이상의 강우가 

(a) Load cell system

(b) Water level meter

(c) Rain gauge

(d) Data Acquisition System(DAS)

Fig. 7. Dredged sediments management system installed in 

the study area Fig. 8. Maintenance program of th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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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경우는 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강우자

료를 살펴보면 6월 말부터 8월 말 사이에 급격하게 강우량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0은 현장에 설치된 수위계를 통하여 측정된 사방

댐 배면에서의 수위를 나타낸 것으로 측정기간은 2017년 

5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사방댐 배면의 수위는 4회에 걸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댐의 배면의 수위는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경우 1.5m에서 2.3m범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평상시 사방댐 배면의 수위는 0.5m이하를 나

타내고 있다. 

Fig. 11은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하중측정계를 이용

하여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의 하중을 측정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의 하

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4회에 결쳐 준설퇴적물의 하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는 사방댐 배면의 하중측정계 설치깊이에서 부

터 측정한 준설퇴적물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설퇴적물의 높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ig. 12에서 측정된 준설퇴

적물의 하중증가 양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13은 대상지역에 설치된 하중측정계를 이용하여 

Fig. 9. Precipitation data in the study area

Fig. 10. Variation of water level behind debris barrier

Fig. 11. Variation of weight of the dredged sediments behind 

debris barrier

Fig. 12. Variation of height of the dredged sediments behind 

debris barrier

Fig. 13. Variation of water level and weight of sediments 

behind debris barrier according to measur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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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배면에서 측정된 준설퇴적물의 하중변화를 강우자

료와 함께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mm

이상의 강우가 발생된 경우 사방댐 배면에서 측정된 준설

퇴적물의 하중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관리기준 적용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의 

관리지준을 적용하여 현재 사방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강원지역의 강우강도와 강우지속시간을 이용

한 산사태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지역에서의 산사태 

발생여부를 검토하였다.

Fig. 14는 대상지역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에 

대한 관리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측정된 준설퇴적물의 하중은 1,000kg이하이므로 관

심단계인 5,100kg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사방댐 사방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

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

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재 준설

퇴적물의 하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

로 준설퇴적물에 대한 현재 상태와 준설시기 등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방댐 배면의 퇴적물에 대한 준설시기

를 객관적, 정량적,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시

범 구축하였다. 그리고 대상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방

댐 준설퇴적물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유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본 관

리시스템은 Data Acquisition System(DAS), Solar 

System 및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측정유닛으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 수위 

및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무선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2)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측정유닛은 강우를 측정하기 위

한 강우계,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을 측정하

기 위한 하중측정계, 사방댐 배면 수위를 측정하기 위

한 수위계로 구성되어 있다.

(3)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관리기준은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사방댐 배면

에 퇴적될 수 있는 최대 준설퇴적물의 양(

 


×



×


)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대 준설퇴적물의 

50%, 70% 및 90%가 쌓인 경우 관심, 주의 및 경보의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4) 연구지역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에 측

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설퇴적물의 하중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준설퇴

적물 하중은 1,000kg이하이므로 관심단계인 5,100kg

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방댐에 대한 특별

한 관리가 필요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5)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현

재 준설퇴적물의 하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

며, 이를 토대로 사방댐의 상태와 준설퇴적물의 준설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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