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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Safety Management Plan for Fill Dam 

During Water Level Fluctuation Using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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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fill dam were analyzed during water level fluctuations through a numerical 

analysis model, and the reservoir safety management plan was prepared. The variation in plastic deviatoric strain, horizontal 

displacement, stress path, pore water pressure, etc., due to elevation of water level in the upper and lower sides of shell 

and core were analyzed using numerical analysis software, viz. GTS NX and LIQCA. The analysis results manifest that as 

the water level in the dam body increases rapidly, the pore water pressure and displacement also increase quickly. It was 

found that the elevation of the water level causes an increase in pore water pressure in the dam body as well as an increase 

in the saturation of the dam body and decreased effective stress. It is considered that this type of dam behavior can be 

the cause of the reduction of strength and stiffness of the dam. Also, it is assumed that the accumulated plastic deviatoric 

strain due to the deformation of the dam body caused by water infiltration causes an increase in displacement. Based on 

these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results of analyses of the existing reservoir safety diagnosis techniques, an improvement 

plan for dam safety diagnosis and evaluation criteria was proposed, and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primary data while 

revising dam safety diagnosis guidelines.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모형을 통하여 수위변동시 필댐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저수지의 안전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수치

해석 프로그램(GTS NX 및 LIQCA)을 이용하여 필댐의 상․하류측 Shell 및 Core에서 수위승강에 따른 소성전단변형률, 수평변

위, 응력경로, 간극수압 등을 분석하였다. 제체의 거동을 분석한 결과, 제체 내의 수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 간극수압 및 

변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수위의 상승은 제체 내의 간극수압 증가와 제체의 포화도 증가를 유발하며, 제체의 유효응력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위승강 시 필댐의 거동 특성은 제체의 강도 및 강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침투로 

인해 발생하는 제체의 변형에 의해 소성전단변형률이 축적되어 변위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저수지

의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저수지 안전진단지침 개정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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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인해 2020년은 1973년 이후

로 가장 긴 장마 기간(54일, 중부지방 기준)을 보였으며,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693.4mm로 상위 2위를 기록하였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bnormal climate 

report, 2021). 이러한 여름철 집중호우는 예상치 못한 큰 

재난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

수 및 치수관리는 국가적 중요 관심사로서 신규 및 기존 

수자원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건설된 댐의 증가

와 더불어 댐 하류지역의 도시 및 산업시설들이 발달하고 

있는 현재에는 그 개소수의 증가와 더불어 댐의 부분적인 

붕괴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 국외의 경우, 

1963년 이탈리아의 Vaiont댐 붕괴로 2,600여명이 사망하

였고, 미국은 1970년대 Buffalo Creek댐, Teton댐 등의 붕

괴로 수백명의 인명피해와 수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979년 인도의 MachhuⅡ 댐 붕괴 시 2,000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00만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였다.

국내의 경우, 1961년 전북 남원군에 위치한 효기리댐 

붕괴로 110명이 사망하고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

으며, 1999년 경기도 연천군의 연천댐이 붕괴되었다. 1996

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상홍수로 인해 1998년에

는 40개, 1999년에는 5개의 소규모 저수지가 붕괴되었다. 

또한, 2002년 태풍 Rusa 발생시에는 강릉의 장현댐과 동

막댐이 붕괴되어 하류하천변 주거지역 등에 큰 홍수피해

를 입힌 바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8).

이러한 댐 붕괴는 불충분한 여수로 용량에 의한 월류, 파

이핑 및 기초부 결함, 누수 발생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et al., 2015). 월류는 집중호우 

등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반면, 파이핑은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댐 및 저수지 제체의 내구성이 저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의 댐 및 저수지의 장수명화 대책 수

립 시 제체의 변형 거동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체의 변형 거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인 수위 변동은  양수발전 시, 혹은 기상조건으로 인해 일

어날 수 있으며, 하루 동안에 수 m이상의 수위상승 및 하

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제체의 침투, 변위, 응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련 선행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Kim et al.,(2001)은 수

위변화가 매일 10m 이상 발생하는 양수발전 상부댐에 발

생한 종방향 균열의 원인을 수치해석적 분석을 통해 분석

하고, 지속적 수위변동으로 인한 반복하중이 작용할 경우 

구속압력이 댐마루에서 깊이 4m까지 음(-)이 되며, 시험굴

조사에서 그 경향을 확인하고 반복적 수위변동으로 인해 

양수발전 상부댐에 종방향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Lee(2014)는 수위상승속도를 달리한 3개 Case의 원심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적 검토를 통하여 수위상승속도에 의

한 제체의 거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위상승속도의 

증가에 따라 제체의 변위 및 소성체적변형률의 급격한 증

가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수위상승속도가 빠를 경우 

코어의 수압파쇄 위험성을 증가시켜 필댐의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범지구적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갑작스런 

수위상승으로 인한 댐 붕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댐

의 거동을 명확히 구명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필댐 붕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강우에 

따른 필댐에서의 제체 침투 특성을 구명하는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수위변동에 따른 제체의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모형을 통하여 수위변동시 필댐

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저수지의 안전관리 방안을 고찰

하였으며 필댐의 상․하류측 Shell 및 Core에서 수위승강에 

따른 소성전단변형률, 수평변위, 응력경로, 간극수압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 상태

평가 기준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저수지 안전진단

지침 개정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재료 및 방법

2.1 수치해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MIDAS 社에서 개발한 GTS NX

와 일본 Kyoto 대학에서 개발한 LIQCA를 이용하여 수위

승강속도에 따른 필댐의 침투 및 응력-변형 거동을 검토하

고, 반복적 수위변동에 따른 필댐의 거동 특성을 종합적으

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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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ximum settlements during flood level (Case 1, 2)

Table 1. Maximum settlements (Case 1, 2)

Settlement

(mm)

Case 1 Case 2

1st cycle 2nd cycle 3rd cycle 1st cycle 2nd cycle 3rd cycle

L1
LIQCA (-) 0.0 (-) 3.1 (-) 8.3 (+) 1.0 (-) 3.5 (-) 8.9

GTS NX (-) 3.8 (-) 7.2 (-) 10.1 (-) 2.1 (-) 3.5 (-) 4.5

L2
LIQCA (-) 2.1 (-) 2.7 (-) 3.5 (-) 1.8 (-) 3.1 (-) 4.6

GTS NX (-) 5.5 (-) 10.3 (-) 14.2 (-) 5.1 (-) 7.0 (-) 8.4

2.1.1 LIQCA

LIQCA는 1987년 Kyoto 대학의 Oka 교수를 비롯한 

LIQCA 개발그룹이 개발한 유효응력에 따른 액상화해석 

프로그램으로, 불포화영역으로 확장된 Oka의 반복 탄소

성구성식(Oka et al., 1999)을 기반으로 하며 이 구성식은 

응력파라미터로서 상대응력비를 일반화한 회전경화를 사

용하고 있어, 주응력의 회전 등의 다차원 응력상태를 고려

할 수 있으며, 비선형 이동경화법칙(Armstrong & Frederick, 

1966)을 사용하고 있어 반복 재하시의 응력반전에 경화파

라미터를 초기화할 필요가 없다(Oka & Washizu, 1981).

2.1.2 GTS NX

GTS NX는 지반 해석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C++

을 기반의 유한요소해석을 기초로 한다. 압밀해석, 시공단

계 해석, 사면안정 해석, 침투해석, 응력-침투 연계 해석, 

정해석, 동해석 등 다양한 해석기능을 제공한다.

지반을 특정한 크기의 한정된 수의 요소로 이산화된 연

속체로 간주하였고 외력 변화에 따른 지반 변형특성은 응

력-변형률 구성식에 의해서 결정되며 행렬(matrix)을 구성

하여 각각의 절점에서 미지수를 음해(Implict)법을 사용하

여 동시에 구한다. 지반의 비등방성, 비균질성, 시간 의존

성 등의 복잡한 구성식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지반

거동의 재현을 위한 Mohr- Coulomb, Drucker-Prager, Clay 

plasticity등의 여러 탄소성 구성방정식 모델을 제공하였으

며, 시공단계 재현이 가능하다.

2.2 수치해석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위 변동에 따른 필댐의 침투 변형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댐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LIQCA와 GTS 

NX로 비정상류 조건에서 수위승강속도를 수위가 10.8m

에서 13.8m까지 Case 1의 수위 승강속도(4.54cm/h)와  Case 

2 수위 승강속도(0.72cm/hr)로 나누어 해석하였고 그에 따

른 간극수압의 분포 형상을 검토한 결과, 두 프로그램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 값과 분포 형상의 차이가 

일부 발생했으나, 이는 기본구성방정식 및 입력변수의 차

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침투 및 변형 거동 양상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

으나 수위상승속도 증가에 따른 연직변위의 급격한 증가형

상은 Fig. 1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QCA에서 보다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이는 LIQCA프로그램의 특성상 불포

화조건을 다룰 수 있는 구성식에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댐 제체와 같은 구조물의 불

포화조건에서의 프로그램 적용성은 LIQCA가 GTS NX보

다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LIQCA를 이용하

여 제체 상･하류측 및 Core에서의 거동특성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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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lection of upstream nodes (b) Selection of downstream nodes

Fig. 2. Selection of nodes

(a) t=66.6 hr (F.W.L with 1st Cycle) (c) t=200 hr (F.W.L with 2nd Cycle)

(b) t=133.3 hr (O.W.L with 1st Cycle) (d) t=266.6 hr (O.W.L with 2nd Cycle)

Fig. 3. Distribution of plastic deviatoric strain with LIQCA (Case 1)

3. 필댐의 거동 특성 분석

3.1 수위상승속도에 따른 Shell의 거동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수위승강에 의해 소성변형

의 영향이 큰 노드(Node) 및 요소(Element)를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상류측 사면 평수위(O.W.L) 10.8m 지점

(Node 640), 홍수위(F.W.L) 13.8m 지점(Node 772), 평수

위와 홍수위의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Node 692, Node 

736)과 하류사면측 shell의 노드 및 요소는 소성변형이 크

게 발생한 하류사면 높이 1.5m 지점(Node 261)을 포함하

여 하류사면 높이 3.0m 지점(Node 437), 높이 5.4m 지점

(Node 581)에 주목하여 각 지점에서의 수위상승에 따른 

연직, 수평변위, 간극수압 및 응력경로에 대해 검토하였

다. 여기서, 변위는 우측방향 및 상방향을 양수(+)값으로 

나타내었다.

3.1.1 소성전단변형률의 분포

Fig. 3, Fig. 4는 LIQCA를 이용하여 도출한 Case 1, 

Case 2 각 조건별 소성전단변형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제체 내부의 간극수압과 제체

의 포화도가 증가하며 Suction이 해방되어 제체의 강도 및 

강성을 저하시키며 유효응력의 감소를 유발시킨다.

침투로 인해 발생하는 제체의 변형을 보면 소성전단변

형률은 해석 초기 급격한 수위상승에 의해 큰 변형이 발생

하고 있으며, 하류부로 침윤이 도달한 후에 하류부 법면 

밑쪽에도 소성전단변형률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수위승강 속도가 느릴수록 필댐 제체로의 침투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소성전단변형률이 크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Lee(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으

로 판단된다.

또한, 수위승강이 반복될수록 소성전단변형률이 축적되

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별 변위 증가

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해석을 이용한 수위변동시 필댐의 거동특성 및 안전관리방안 49

(a) t=416.6 hr (F.W.L with 1st Cycle) (c) t=1,250 hr (F.W.L with 2nd Cycle)

(b) t=833.3 hr (O.W.L with 1st Cycle) (d) t=1,666.6 hr (O.W.L with 2nd Cycle)

Fig. 4. Distribution of plastic deviatoric strain with LIQCA (Case 2)

(a) Horizontal displacement at downstream slope (Case 1) (b) Horizontal displacement at downstream slope (Case 2)

Fig. 5. Variation of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water level fluctuation rates

3.1.2 수위상승속도에 따른 수평변위의 변화(하류측)

Case별 하류사면 측에서의 높이 3.0m 지점(Node 437), 

높이 5.4m 지점(Node 581)에 대해 높이별 수위상승속도

에 따른 수평 변위 증분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높이에 따른 수평변위는 높이가 낮을수록, 수위승강 횟

수가 반복될수록 수평변위가 크게 나타났으며, 높이 0.6m 

지점(Node 261)에서 수평변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응력분포에서 침윤으로 인해 Node 261 지점에서 

Case 1의 경우 68hr, Case 2의 경우 127hr 후 소성변형이 

발생하여 수평변위가 급격히 증가함과 일치한다.

3.1.3 수위승강에 따른 상류측 Shell에서의 응력경로

수위승강 시 상류측 사면 평수위(O.W.L) 10.8m, 홍수

위(F.W.L) 13.8m 부근의 소성변형의 영향을 받는 요소인 

Element 666에 대하여 수위상승속도에 따른 응력경로를 

Fig. 6에 나타내었다.

Element 666에 대한 수위상승속도에 따른 응력경로를 

보면 수위 승강에 의해 응력경로가 파괴응력비에 접하다

가 이격되는 양상을 반복하며, 승강속도가 빠른 Case 1이 

Case 2의 경우보다 파괴응력비에 오랫동안 접하면서 큰 

소성변형이 발생하였다.

Element 666에 대한 응력경로를 보면 수위 승강이 시작

된 후 Case 1의 경우 109hr 후, Case 2의 경우 556hr 후, 

소성변형에 의한 큰 변위가 발생하였다(Fig. 6 참조).

3.1.4 수위상승속도에 따른 수평변위의 변화(상류측 

Shell)

Case별 상류사면에서의 평수위(O.W.L) 10.8m 지점(Node 

640), 홍수위(F.W.L) 13.8m 지점(Node 772), 평수위와 홍

수위의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Node 692, Node 736), 높이별 

수위상승속도에 따른 수평 변위 증분을 Fig.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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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ess path (Element 666)

(a) Case 1 (b) Case 2

Fig. 7. Horizontal displacement at water level fluctuation rates

상류사면 Node 640, Node 692, Node 736 Node 772에

서의 수평변위는 표면력의 작용보다는 침투거동이 우세하

여 제체 바깥쪽으로 거동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Case 1의 경우 Case 2에 비해 수위상승속도가 빨라 변

위가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위승강 반복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평변위 증감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높이에 따른 Case별 수평변위는 승강높이의 1/3지

점에 있는 Node 692에서 수평변위가 크게 나타났으며, 홍

수위 지점인 Node 772에 근접할수록 수평변위가 작게 나

타났다.

수위변동속도에 따른 수평변위의 변화를 수위상승속도

가 빠른 Case에서 수평변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수

위상승속도가 빠를수록 제체에서의 간극수압이 빠르게 증

가하고 포화도의 급증에 의해서 Suction이 해방되어 제체

의 강성 및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im et al.,(2001)은 지속적 수위변화(100회)를 모사한 

수치해석을 통해 댐 정상부의 최대수평변위가 약 58cm정

도 발생함을 확인하고 수위반복에 따른 상류측 사면의 변

형이 댐 정상부 균열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반복적 수위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상류

측 사면의 변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수치해석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필댐 제체에 가해지는 물하중의 재하

와 제하 시 댐 제체가 반복 하중을 받는 동안 정상부에 

인장력이 유발되어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수위승강에 따른 높이별 Core의 거동특성 분석

수위승강에 따른 높이별 Core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높이 14m의 Core 중심부에 해당되는 모든 Node 요

소를 Fig. 8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후 수위변동 횟수 및 

승강속도에 따른 수평변위를 수위상승, 수위하강 두 경우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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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lection of nodes in core portion

Fig. 9.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water level rise (Case 1)

Fig. 10.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water level drop (Case 1)

(a)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1st water level rise

(b)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2nd water level rise

(c)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3rd water level rise

Fig. 11. Elevation-wise horizontal displacement during water 

level rise (Case 1)

3.2.1 수위승강에 따른 Core의 높이별 수평변위 변화 

(Case 1)

Case 1 조건에서 Fig. 9는 수위 상승 시, Fig. 10은 수위 

하강 시 수위변동 횟수에 따른 높이별 수평변위를 나타낸

다. 수위 급상승의 경우 코어의 14m 높이 최상단부에서 

최대 수평변위가 발생하였지만 수위변동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어 중간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최대변위가 발

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평변위는 전체적으로 커지

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위 급하강의 경우 상승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

으나 수위승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어 12m 이상의 상

부측보다는 코어 높이 8∼10m에 해당하는 중심부에서 최

대 수평변위가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Fig. 11과 같이 수위승강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소

성전단변형률이 시간에 따라 축적되며 변위가 크게 발생

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수위승강은 코어 중심부에

서의 변위 증가에 직접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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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water level rise (Case 2)

Fig. 13.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water level drop (Case 2)

(a)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1st water level rise

(b)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2nd water level rise

(c) Horizontal displacement at different elevation 

during 3rd water level rise

Fig. 14. Elevation-wise horizontal displacement during water 

level rise (Case 2)

Fig. 15. Selecting element in core portion

3.2.2 수위승강에 따른 Core의 높이별 수평변위 변화 

(Case 2)

Case 2 조건에서 Fig. 12는 수위 상승 시, Fig. 13은 수

위 하강 시 수위승강 횟수에 따른 높이별 수평변위를 나타

낸다. 전체적으로 Case 1의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최대변위 값이 전체적으로 1~2mm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Fig.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위승강 횟수가 증가됨에 따

라 소성전단변형률이 시간에 따라 축적되며 변위가 크게 

발생하였다.

3.2.3 간극수압과 유효응력에 의한 Core의 거동특성 

분석

Core에 대한 수위승강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검토 위

치 Element 637, Element 638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이 

두 지점에 대하여 Case별 수위승강에 따른 응력에 대해 

검토하였다.

수위 승강속도가 빠른 Case 1의 경우 Element 637, Element 

638에 대한 응력경로를 Fig. 16에 나타내었으며, Fig. 17

은 Core측 Element 637에서의 연직유효응력과 Core에 작

용하는 간극수압(Element 638)을 나타내었다. 수위상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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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tress path (Element 637)

Fig. 17. Pore water pressure and vertical stress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간극수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

위하강 시에 Core의 연직유효응력은 침윤에 의해 감소되

며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수위상승속도 증가는 

Core의 수압파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Sin, 2003).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위변동속도가 빠를수

록 필댐 Core에서 수압파쇄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

므로 하루 동안에 수 m 이상의 수위상승 및 하강이 지속

적으로 반복되는 양수발전댐과 홍수기의 필댐은 제체 상

류측 및 하류측의 변위와 간극수압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을 통해 제체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필댐 및 저수지의 안전관리 방안

현재 필댐 및 저수지의 상태평가 기준은 재료적 특성이

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형 댐 위주의 평가기

준을 채용하고 있어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손상에 따라 진단을 수행

하는 전문가들의 정량적 판단과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어

야 하나 일률적인 상태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댐과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붕괴를 유발

하는 원인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태의 정

도를 평가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댐과 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조사하고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인자의 선정과 평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Kim(2016)은 84개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를 조사하고 개별현상으로 나타나는 손상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C등급에는 43∼46%, D등급에는 

50∼53%가 집중되고 있으며 A등급과 E등급은 전혀 나타

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프로그램(GTS NX 및 LIQCA)

를 바탕으로 확인된 변위를 활용하여 침하 및 수평변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4.1 정상부 침하(안)

정상부 침하의 경우, 현행 각 시설물별 정밀안전진단 상

태평가에 따른 C등급 기준으로 침하량 10cm∼50cm을 제

시하고 있으며, 필댐 및 저수지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허용침하는 제체높이(H)의 1%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댐과 저수지의 높이는 대부분 

10m 내외로, 평가기준 상 침하량이 댐 높이에 비해 과다

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정상부 침하량은 최대 14.2mm 

내외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기준값에 비해서 상당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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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ttlement of crest

Standard Score Initially Improvement

a 5 ∙Good ∙Good

b 4 ∙Settlement of 10 cm or less ∙Settlement of 10 cm or less 1%

c 3 ∙Settlement 10cm~50cm ∙Settlement is 1~2% or 10~20cm

d 2
∙Settlement of more than 50 cm

∙Sink hole at the top

∙Settlement is 20~30cm

∙Sink hole at the top

e 1
∙Settlement of more than 50cm

∙Very dangerous condition
∙Settlement of more than 30cm

Table 3. Horizontal displacement of crest

Standard Score Initially Improvement

a 5 ∙Good ∙Good

b 4 ∙Fine ∙Uplift and lateral flow of 10 cm or less 1%

c 3
∙Uplift of 50 cm or less

∙Settlement of 50 cm or less
∙Uplift and lateral flow is 10~20cm

d 2
∙Uplift of more than 50 cm

∙Settlement of 50 cm or less
∙Uplift and lateral flow is more than 20cm

e 1
∙Settlement of more than 50cm

∙Very dangerous condition
∙Uplift and lateral flow of more than 30cm

은 침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진단의 목적은 

안전관리뿐만이 아닌 기능유지의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기준을 수정하여 Table 2와 같이 상태가 

양호한 필댐의 경우 A등급, 침하기준 10cm 혹은 제체 높

이의 1% 이하일 경우 B등급, 침하기준 10～20cm 혹은 제

체 높이의 1～2%의 경우 C등급, 침하 기준 20～30cm 혹

은 제체 상부에 싱크홀이 있을 경우 D등급, 30cm를 초과

하는 침하의 경우 E등급을 부여하도록 제시하였다.

4.2 제체 수평변위(안)

국내의 필댐 및 저수지 설계기준에는 수평변위 기준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필댐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

상요령에는 지진 시 발생하는 횡방향 변위에 대한 기준은 

정적상태의 변위를 포함하여 제체 높이 1%이하로 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체의 수평변위는 160mm 정도

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사례 Kim et al.(2001)에 비추어 

볼 때,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Table 3과 같이 상태가 양호한 제체의 경우 A

등급, 수평변위가 10cm 이하이거나 제체 높이의 1%이하

일 경우 B등급, 수평변위가 10～20cm일 경우 C등급, 20cm 

이상일 경우 D등급, 30cm 이상일 경우 E등급을 부여토록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 필댐 및 저수지의 침하 및 

수평변위 기준은 수치해석 결과를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

로서, 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실험

과 수치해석을 통해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통

해 제시한 기준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수위변동에 따른 제체

의 침투-변형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필댐의 효

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체 내의 수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 간극수압 및 

변위 또한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게 되며, 수위가 느린 

속도로 상승하면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수위의 상승은 

제체 내의 간극수압 증가와 제체의 포화도 증가를 유

발하며, 제체의 유효응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

된다.

(2) 필댐에서의 지속적 수위변동은 제체의 강도 및 강성

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침투로 인해 발생하는 제체

의 변형에 의해 소성전단변형률이 축적되어 변위 증

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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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호우 또는 양수발전 등 필댐의 수위가 급격히 변

동하는 경우, 제체의 상류 및 하류측 변위, 간극수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성 유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필댐 및 저수지의 안전진단 평가 시 정밀안전진단 상

태평가 기준의 개선안으로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

급 시설물에 대해 정상부 침하량과 수평변위를 당초 

기준의 50% 수준 이하로 낮추어 각각 20cm로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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