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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기존댐의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을체계적으로 수행

할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을 2004년에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지진위험지도(2013) 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 을 제정 공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을 제정(2018)하고 환경부에

서는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기준’을 개정(2019)하여 고시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댐의 내진성능평가가 최신의 기준 및 연구결과, 기존

평가요령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을 개정하여 발간하였으니 실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도서로써 관계법상 구속력

이 없으므로, 관련 기준이나 지침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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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요령의 목적은 기존 댐 시설물에 대한 지진 시(지진 중 및 지진 후)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대한 댐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 본 요령의 대상은 댐체, 여수로 및 부대시설물이다. 댐의 부대시설물은

취수탑, 발전소, 댐 관리동, 수로터널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에 설치된

수문, 권양기, 현장 조작반, 관리교,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등을 포함한다.

3. 본 요령의 적용 대상 댐은 다음과 같다.

가. 규모 : 다목적댐, 높이 15m 이상인 댐 및 부속시설에 적용. 단, 높이

15m 미만인 소규모 댐에도 적용가능

나. 구성 재료 : 필댐, 콘크리트댐

4.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평가 단계별 평가기준은 향후 관련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5. 본 요령은 기존 댐의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KDS 54 17 00 댐 내진 설계기준

나.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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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대시설물 중 댐 관리동은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한국시설안

전공단)’에 준하여 평가한다. KDS 54 17 00 댐 내진 설계기준에서는 내진설계를 위

한 지진해석 방법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정역학적 방법 또는 동역학적 방법을 채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역학적 방법이 동역학적 방법에 비해 간편한 방법이므

로 본 요령에서는 상세 1단계 평가 시에는 정역학적 방법에 의해, 상세 2단계 평가

시에는 동역학적 방법에 의해 내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상세 1단계 평가

와 2단계 평가시 내진성능수준, 적용지진력, 평가방법은 댐 설계기준을 준용한다. 댐

설계기준에서는 중요한 댐은 관리주체가 필요시 재현주기 4800년 이상 지진을 사용

하는 동적 소성해석 기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한편,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상세 1단계 평가를 생략하고 상세 2단계 평가만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판단

할 수 있다.

1.2 요령의 구성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제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제5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부록 A. 필댐 댐체 평가 예제

B. CFRD 댐체 평가 예제

C. 콘크리트댐 댐체 평가 예제

D. 취수탑 평가 예제

E. 내진성능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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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본 요령에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쇠 : 운동하는 물체에 저항하는 힘으로, 일반적으로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뜻함

2. 공진 : 어떤 진동계가 고유진동수에 가까이 혹은 일치하는 주기적인 외력

을 받게 될 때, 반응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3. 스펙트럼 : 진동현상을 각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배열한 것

4. 시간영역해석 : 실지진기록 혹은 인공지진기록을 이용하여 지진의 지속시

간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구하는 해석법

5. 응답 : 어떤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바람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구조물이 진동하는 현상 등에 쓰임

6. 재현주기 : 지진 등과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강도와 발

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어떤 크기 이상의 지

진력이 몇 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하여 그 연수를 재현주기

라 함

7. 전단파속도 : 지반의 동적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지반의 주기를

결정하거나 지반의 변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8. 설계지반운동 : 지진하중에 의한 지반의 거동을 말하며 동적운동의 크기,

주파수 특성 및 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

9. 지진하중 : 구조물의 질량에 설계지진가속도를 곱한 값

10. 관성력 :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질량×가속도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가속도와 반대되는 힘

11. 최대유효지반가속도 : 지진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와 최대유효지반가속

도가 있는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구조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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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가 높은 가속도 성분을 제외한 가속도 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최대

유효지반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보다 작으며 설계에 적용할 때에는 최대

유효지반가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12. 동수압 : 지진하중과 같은 동적작용에 의해 물에서 구조물로 작용하는 압력

13. 백태 : 노출된 콘크리트면에 자주 발생하는 백색의 결정으로, 콘크리트 중

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수산화칼슘 등이 물에 녹아 침출되어 공기 중

의 탄산가스와 화합한 것

14. 상시만수위 : 평상시에 저수지의 수면이 유지될 수 있는 최고수위

15. 설계홍수위 : 댐이나 보 등의 수공구조물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홍수 발

생시의 수위로서 통계적인 값이며 반드시 가능최대 홍수위일 필요는 없음

16. 암반 노두 : 지반의 암석 일부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17. 액상화 : 느슨한 포화사질토가 비배수상태에서 급속한 재하를 받게 되는

경우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함과 동시에 유효응력이 감소하여 전단강도가 감

소함에 따라 유체처럼 유동하는 현상

18. 양압력 :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는 압력

19. 여수로 : 댐, 저수지 등의 저수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하류로 방류하는 수로

20. 유사정적해석 :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해석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대신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의 질량과 최대지반가속도만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간편해석

21. 지반반력계수 : 재하 초기단계의 단위면적당 하중을 침하량으로 나눈 값

22. 필댐 : 제체의 대부분이 흙, 자갈, 암괴 등 자연재료로 쌓아서 만든 댐으로

차수벽의 형태에 따라 균일형, 존형, 코어형, 표면차수벽형으로 구분된다.

23. 콘크리트댐 : 제체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만든 댐으로 중력댐, 롤러다짐

콘크리트댐, 아치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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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내진성능평가 지진하중과 평가절차

2.1 일반사항

2.2 지진위험도

2.2.1 내진 등급

지진하중의 결정은 평가시점에서의 댐 설계기준의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댐의 내진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 대상 댐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산정해야 한다.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본 요령에 적용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

산정방법은 댐설계기준과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을 기초로 하였다.

국내 댐 내진 등급은 그 중요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시설물과는

달리 내진 Ⅱ등급의 분류 없이 내진Ⅰ등급과 내진특등급으로만 구분하며

등급의 결정은 댐의 중요도에 따라 <표 2.2.1>로 결정한다. 내진Ⅰ등급 댐은

시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파괴 시 하류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이고 내진특등급 댐은 시설의 규모가

크며 파괴 시 하류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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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붕괴방지수준에 대한 검토만으로 기능수행수준의 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기능수행수준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댐의 용도에 따라 별도의 설

계기준에서 정한 댐 내진등급 및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가 있으면 이에 따를 수

있다.

2.2.2 내진 성능 목표

해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2017]에서는 시설물의 지진 시(지진 중 및

지진 후)의 발현해야 하는 성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능구분을 제시하였다.

<표 2.2.1> 댐의 내진등급

내진등급 구분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

기능수행 붕괴방지

내진

특등급 댐

∙ 사회,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댐으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댐

∙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 높이 45m 이상이고 총 저수용량

50백만㎥ 이상 댐

200년 2,400년

내진

Ⅰ등급 댐
∙ 내진특등급 댐 이외의 모든 댐 100년 1,000년

댐에 설계지진력 작용시 내진 성능수준은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 수준을

택하되 가능최대지진력 작용시 성능수준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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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2.2.1> 지진 시 발현해야 하는 내진성능 구분

내진성능수준 지진 중 지진 후

기능수행 손상이 경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

즉시복구 손상이 크지 않음
단기간 내에 즉시 복구되어

원래의 기능이 회복

장기복구/

인명보호

큰 손상이 발생,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기능

회복

붕괴방지
매우 큰 손상이 발생, 인명

피해를 최소화
-

* 붕괴방지는 지진 중 인명피해를 허용하며 지진 후 복구가 어렵고 경제적가치가 없는 상태

(FEMA356 & 273)로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지진 후 즉시복구와 장기복구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국내 댐 관리주체들의 행정

처리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즉시복구는 2달 이내 장기복구는 2년 이내 가능한 것

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중요한 댐은 지진 후 즉시 기능수행하고 여타 댐도 최소한 장기복구이상

의 성능을 발휘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성설계법이 발

달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댐은 소성설계기법이 발달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 외국

에서도 탄성설계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중규모의 단면 설계지진력을 작용하고 충분

한 안전율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이에 따라 댐 설계기준도 이러한 개념의 정역학적

설계법을 채택하고 있다(설계지진력하 붕괴방지수준을 요구). 이는 댐이 단면 설계

지진력 작용 시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율을 가지고 있다면 댐이 강진 시 장기

복구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간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상기 방법에 의해 설계되었던 근대적인 댐들이 외국의 강진 하에서 장기복구 이상

의 성능을 발휘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내진성능평가 1단계에서 사용되는 정역학적 설계법은 경험적인 방법으로 수행이 간

단하나 강진 하에서의 댐의 실제 거동 및 성능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최

근 외국에서는 강진 하에서의 댐의 실제 거동 및 성능을 동력학적으로 평가하는 기

법이 아래와 같이 개발되어 적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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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ign standards No. 13 Embankment dams(USBR, 2001)

(2) State-of-practice for the nonlinear analysis of concrete dams(USBR, 2006)

(3) Earthquake design and evaluation of concrete hydraulic structures (USACE,

2007)

(4) 大規模地震に對するダム耐震性能照査指針(案)·同解說 : 國土交通省, 2005

(5) 大規模地震に對するダム耐震性能照査に關する資料 : 國土交通省 國土技術定策

綜合硏究所, 2005

(6) 水力発電設備の耐震性能照査マニュアル : 経済産業省 原子力 安全保安院, 2012

이에 따라 정역학적 기법으로 검토 시 충분한 안전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댐에서는

내진성능평가 2단계에서 동력학적 기법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설계지

진력하 붕괴방지수준을 요구).

한편, 내진특등급 댐 등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발현이 필요한 중요한 댐 등에서는

관리주체가 필요시 가능최대지진(MCE)인 4800년 이상 지진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기법에 의한 내진평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진특등급 댐은 지진 후 기능수행수준

의 성능을 확보하는지, 내진1등급 댐은 장기복구성능을 확보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1. 기능수행수준

- 댐에는 지진중 손상이 경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지진 후 댐체, 여수로

와 부대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특별한 보수 없이도

안전기능(저수, 비상대처, 홍수방어) 및 편익기능(용수활용)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장기복구수준

- 댐에는 지진 중 큰 변형과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붕괴되지 않아

야 하며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지진 후에도 댐의 안전기능(저수, 비상

대처, 홍수방어)은 확보되어야 한다. 편익기능(용수활용)은 장기간의 보수 후 회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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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지진하중 결정시 고려 사항

2.2.4 유효수평지반가속도

댐의 지진하중 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진지반운동은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표면에서의 자유장 운동으로

정의한다.

2.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

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기본적인 지진구역도는 S1(암반)지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지반운동은 지진강도, 주파수 특성 및 강진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

서 그 특성이 잘 정의되어야 한다

5. 지반운동은 수평 2축 방향과 수직방향 성분으로 정의된다.

6. 지반운동의 수평 2축 방향 성분은 세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7. 지반운동의 수직 방향 성분을 고려하는 경우, 그 세기는 2.2.6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참조하고 지속시간은 수평방향 성분과 동일하

다고 가정할 수 있다.

8. 인공합성 시간이력을 수평 2축 방향으로 또는 수직방향 성분을 포함하

여 사용시엔 이들 시간이력은 통계학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댐 단면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행정구역별 지진 구역계수는 <표 2.2.2>과

같다. <표 2.2.2>은 평균 재현주기 500년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표

2.2.3>의 위험도계수를 함께 이용하면 다른 재현주기에서의 설계 지반운동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다. 즉,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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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국, 일본 등에서는 댐의 내진성능평가 시엔 댐에 작용할 수 있는 가능최대지

진력을 사용하고 있다(MCE : Maximum Credible Earthquake). 국제대댐회

(ICOLD)에서는 MCE를 주변의 알려진 활성단층으로 부터 댐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지진력 또는 주변에 알려진 활성단층이 없는 경우엔 10,000년 빈도 지진력을

가능최대지진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활성단층으로부터

댐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지진력을 가능최대지진력(L2)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지진
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

계수(Z)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표 2.2.2> 지진구역계수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표 2.2.3> 위험도 계수

단, 지진재해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상기의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 값의 8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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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진재해도상 최대지진력은 4,800년

재현지진력이므로 이를 가능최대지진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가장 최신의

지진재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진재해도 상 4,800년 재현지진력 중 가장 큰 값은 0.25g이며 이 값은 산업부

에서 신규 수력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0.286g보다 적은 값이며 일본에서 댐의

내진성능평가 시 약진지역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지진력의 하한값인 300gal 보다

작은 값이므로 과대한 값이라 할 수 없다.

<해설그림 2.2.1> 일본 댐 내진성능 평가 시 하한 응답스펙트럼

한편,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지진재해도 상 4800년 빈도이상 지진력을 지진

전문가 자문회의, 추세선 등을 통해 추정한 후 댐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

서 외국의 댐 내진성능평가와 동일한 수준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댐의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시 지진파 결정, 비선형물성 선정, 해석방법 결정

등에 따라 그 해석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댐의 동적소성해석법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제 3자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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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내진성능 평가 시는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3

개의 지진파를 선정하여 최대응답값을 사용하며,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지

진파작성방법은 2.2.6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참조한다. 단, MCE 하에서

동적소성해석 시엔 동적탄성해석 결과의 분석을 통해 선정한 최대응답유발 지진파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인공합성지진력을 사용하는 동적소성해석에서 지진가속도 시간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지진하중의 작용 방향에 대하여 조합한 경우를 고려하며, 그 중 가장 불리한

경우를 적용한다. 단, 탄성해석에 의해 최대변형량 발생하는 지진력 조합을 선정하

여 소성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지진력을 사용 시는 실제 발생된 방향의 지진력

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조합은 필요치 않다.

Case
지진하중

정적 하중
X방향 Y방향 Z방향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해설표 2.2.2> 인공합성지진력을 사용하는 경우의 하중조합

* 지진하중에서의 +, -는 지진력의 작용방향을 나타내며, 정적하중에서의 +는 정적하중이

지진하중에 더해짐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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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년 내에 발생확률 10%에 해당하는 가속도계수(%g))

<해설그림 2.2.2> 평균재현주기 4800년 지진지반운동(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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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지반조건의 고려

해설

1.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는 지표부터 기반암까지의 깊이(H)와 기반암 상부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에 근거한다.

2. 지반은 <해설표 2.2.3>와 같이 S1, S2, S3, S4, S5, S6 등 6종류로 분류한다.

3.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해설표 2.2.3> 지반분류체계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 (m/s)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

※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이하인 지반은 S5 지반으로 분류

부지위치 및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해설표

2.2.3>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지반(S 제외)별로 재산정 되어야 한다. 지역별 시설

물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인 설계 지반 운동 수준은 암반지반

(S ; <해설표 2.2.3>)의 지표면 암반 노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효 가속도이다.

따라서 시설물 부지의 지반 분류 결과, 보통암 지반이 아닐 경우 부지의 유효수평

지반가속도는 재설정 되어야 한다. 즉, 시설물의 대상 부지가 S 이외의 지반이면

증폭될 것이므로 지반 종류에 따른 지반증폭계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하여 직접 또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에 따라 지반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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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형 보간하여 조정해야 한다.

<해설표 2.2.4> 지반증폭계수

지반분류 단주기 증폭계수, Fa 장주기 증폭계수, Fv
S ≤ 0.1 S = 0.2 S  = 0.3 S ≤ 0.1 S = 0.2 S = 0.3

S2 1.4 1.4 1.3 1.5 1.4 1.3
S3 1.7 1.5 1.3 1.7 1.6 1.5
S4 1.6 1.4 1.2 2.2 2.0 1.8
S5 1.8 1.3 1.3 3.0 2.7 2.4

※ 여기서 S 는 지반증폭계수 적용 전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이다.

일반적으로 지반종류에 따른 증폭계수는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럼의 결정에 활용

된다. 단주기증폭계수는 단주기 특성을, 장주기증폭계수는 장주기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암반지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폭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인

경우 대상 지반의 공진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재설정해야 하며,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표면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에 있어서 과소 설

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부근의 암반 노두의 상태에 따라 비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지반 분류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유효수평지반가속도

결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는 지진 하중의 결정에 과다 혹은 과소 평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지진공학자나 지반공학자의 현장 조사에 따른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하여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의 결정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종적인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값을 댐 단면설계 시 사용하게 된다.

최종적인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지진구역계수×위험도계수×단주기지반증폭계수

<참 조>

S6는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

반이다.

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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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m)

③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m이고, 소성지수(PI; Plasticity

Index) > 75)

④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m)

⑤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VS,Soil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di= 기반암 깊이까지의 i번째 토층의 두께, m

Vsi = 기반암 깊이까지의 i번째 토층의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SPT-N치)를 전단파속도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에는

국내 지반에 대해 제안된 상관관계식(Sun et al., 2013*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표준

관입시험 시 단단한 암질에 도달하여 항타수가 50에 이르러도 30cm 깊이를 관입하

지 못할 경우 50타수 이상의 N값은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토대로 30cm 두께 관입

시 N값으로 환산한다. 이때 환산 N치의 최대값은 300이다.

* Sun, C. G., Cho, C. S., Son, M., & Shin, J. S. (2013). Correlations between

shear wave velocity and in-situ penetration test results for Korean soil

deposits. Pure and Applied Geophysics, 170(3), 271-281.

2.2.6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동적해석법을 사용하는 내진성능평가 시 사용하는 가속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과 이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은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

반에 따른다.



제2장  내진성능평가 지진하중과 평가절차

- 17 -

해설

Ⅰ. 암반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가. 암반지반인 S1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

펙트럼은 <해설그림 2.2.3>와 같다.

<해설그림 2.2.3>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5% 감쇠비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전이주기(절점주기)

<해설표 2.2.5>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구분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전이주기(sec)

  

수 평 2.8 0.06 0.3 3

(2) 감쇠비(, %단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다음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를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단, 감쇠비가 0.5%보다 작은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응답이력해석(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

-  초 ,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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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에서  ,  에서   

 


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

-  ≤ ,   

 


(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내진설

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2017]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1) 5% 감쇠비에 대한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가.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와 감쇠보

정계수를 갖는다.

(2)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0.77이다.

다.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생성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

용할 수 있다.

(1)인공합성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의 포락함수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시간이력의 절단(cut off) 진동수는 최소 50Hz 이상이어야 한다.

나) 규모에 따른 구간선형 포락함수의 형상과 지속시간은 <해설그림 2.2.4> 및

<해설표 2.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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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s)

조
각
함
수

최
대
진
폭

<해설그림 2.2.4>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

<해설표 2.2.6>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

지진규모 상승시간 (  ) 강진동지속시간 (  ) 하강시간 (  )

7.0이상-7.5미만 2 12.5 13.5 
6.5이상-7.0미만 1.5 9 10.5 
6.0이상-6.5미만 1 7 9 
5.5이상-6.0미만 1 5.5 8.0 

5.0이상-5.5미만 1 5 7.5 
※ 우리나라의 최대발생 지진규모가 6.5이하로 제시되고 있어 지진규모별 지속시간을 이에

맞추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강진동지속시간()의 한쪽 파워스펙트럼밀도(PSD; Power Spectral Density)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강진동지속시간의 푸리에 변환이다.

다) <해설그림 2.2.4>의 포락함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강진동지속시간 은 가

속도시간이력의 누적에너지가 5%에서 75%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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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지반가속도시간이력이다.

라)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전체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마)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0.04초와 10초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어떤 두 개의 가속도시간이력 간의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시간이력 생성을 위해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파워스펙트럼이 필

요한 경우 수정 Kanai-Tajimi 모델로 정해지는 파워스펙트럼 형상을 사용할 수

있다.

진동수(Hz)

<해설그림 2.2.5> 수정 Kanai-Tajimi 모델의 형상

<해설표 2.2.7> 수정 Kanai-Tajimi 모델 파라미터 (제곱평균제곱근 가속도 0.5g)

수정 Kanai-Tajimi
파라미터     

값 0.35 m2/s3 25.02 rad/s 1.00 5.63 rad/s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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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곱평균제곱근(RMS; Root Mean Square) 지반가속도가 0.5g가 아닌 경우에

는 목표 파워스펙트럼밀도를 제곱평균제곱근 지반가속도의 제곱으로 눈금을 바꾸

어야 한다.

(2) 실지진기록을 활용한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가) 실지진 기록은 국내여건과 유사한 판 내부(intra-plate) 지역에서 계측된 기록

을 선정한다. 이때, 관측소 하부지반이 S1 지반 혹은 이에 준하는 보통암 지반에

서 계측된, 고려하는 설계지진과 유사규모의 기록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지진기록은 S1 지반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

트럼에 맞추어 수정 적용한다. 수정 시,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보정(Spectral Matching)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설계 대상구조물의 탁월주기(dominant period)를 주 대상으

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입력 지진기록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의 절대크기

가 중요한 경우, 상기 절차로 보정된 지진기록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를 보정할

수 있다.

Ⅱ. 토사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가. 토사지반인 S2, S3, S4, S5 지반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와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

비율을 의미하는 ‘지반증폭계수(Fa, Fv)’로부터 <해설그림 2.2.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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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2.2.6> 토사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5% 감쇠비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토사지반에서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

도시간이력을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 할 수 있다

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1) 5% 감쇠비에 대한 S2 ∼ S5 지반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은 가.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를 갖는다.

(2)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결정할 수 있다.

다. S2 ∼ S5 지반의 경우 <해설그림 2.2.6>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대신 부지고유

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라. S6 지반의 경우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마. 가속도시간이력은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가속도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

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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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댐형식의 고려

2.2.8 예외 조항

균일형 흙댐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되어있어 균일형 흙댐에 대해 검

토하는 경우 설계진도(지진계수)는 20% 크게 한다.

지진구역 Ⅱ에 위치한 다목적댐 및 1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댐은 지

진구역 Ⅰ의 구역계수를 채택한다. 산출된 설계진도가 0.1g 이하이면 0.1g

를 설계진도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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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가능최대지진 작용 시 댐이 지진 중 및 지진 후 발휘해야 할 성능

가능최대지진 작용 시 댐이 발휘해야 할 성능은 아래와 같다

<표 2.2.4> 가능최대지진 작용 시 댐이 발휘해야 할 성능

댐의 기능 내진특등급댐 내진1등급댐

안전기능

저수 즉각 기능발휘 즉각 기능발휘

비상대처 즉각 기능발휘 즉각 기능발휘

홍수방어 즉각 기능발휘 즉각 기능발휘

편익기능 용수활용 즉각 기능발휘 장기 기능발휘

가능최대지진작용시 내진성능수준별 댐의 구분 및 각 댐 시설물들이 발

휘해야 하는 내진성능수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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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댐은 지진, 홍수 등에 의한 붕괴시 하류하천의 인명 및 재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는 시설물로 댐지점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지진력인 가능최대지진하에서 지진 중 붕괴

되지 않아야 하고(저수기능) 지진후 댐체 등의 이상징후 시 신속방류가 가능(비상대

<표 2.2.5> 가능최대지진 작용 시 내진성능수준별 댐의 구분 및 발휘

내진성능수준

빈도
지진력

기능수행

(즉시)

즉시복구

(2달 이내)

장기복구

(2년 이내)

붕괴방지

(복구불가)

4,800년**

내진특등급댐

(안전 및 편익기능 즉시

확보)

-

내진1등급댐*

(안전기능 즉시

확보, 편익기능

장기복구후 확보)

-

댐체

여수로 : 구조물, 수문,
권양기 및 조작반,
공도교/권양교

취수탑 : 구조물, 수문,
권양기 및 조작반,

관리교

용수로 : 유입 및
유출구조물, 터널,
수압철관

발전소 : 본체, 건축물,
기계설비 및 조작반

비상발전기

-

취수탑 : 수문,
권양기 및
조작반,
관리교

용수로 : 유입
및

유출구조물,
터널,
수압철관

발전소 : 본체,
건축물,

기계설비 및
조작반

-

* 안전기능과 관련된 댐체, 여수로 및 취수탑구조물, 비상발전기는 지진후 즉각 기능

발휘 필요. 여타 구조물과 설비는 장기복구후 기능발휘 필요.

**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10,000년 빈도 지진력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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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기능)해야 한다. 또한 발생된 손상의 보수완료까지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당

한 규모의 홍수시에도 수문의 작동성 등(홍수방어기능)이 확보되야 한다. 따라서 모

든 댐은 가능최대지진하 “저수기능”, “비상대처기능” 및 “홍수방어기능”이 확보되야

하며 이들 기능은 가능최대지진후 즉시 발휘되야 한다.

댐이 “저수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 중 댐체, 여수로 구조물, 수문 등 붕괴시

하류로의 통제 불가능한 방류가 발생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 붕괴방지성능을 확보해

야 한다. 또한 지진 후 지진에 의해 발생한 댐체 등의 손상에 가해지는 저수지 물의

작용으로 인한 지체된 파괴에 저항하는 붕괴방지성능도 확보해야 한다.

댐이 “비상대처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후 여수로 수문의 작동성과 취수탑

구조물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하며 “홍수방어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후 여수

로 수문의 작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댐은 지진 후 상수원, 발전원 등으로서의 기능(용수활용기능)도 발휘해야 하는

데 다목적댐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댐(내진특등급댐)은 가능최대지진후에 즉각적인

“용수활용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최근 외국의 지진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도시

지역의 화재, 전염병 등에 의한 2차 재해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밀집화된 도시기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최대의 지진이 발생되더라도 중요한 댐은 상수원

및 발전원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타 댐(내진1등급 댐)은 “용수활용기능”을 장기복구 후 확보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의 필요에 따라 가능최대지진 후 즉시 발휘 또는 단기복구 후 발휘하도록 댐의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댐에 있는 많은 시설들에 대해 가능최대지진력 작용 시 요구되는 성능과 성능의 판

정기준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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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2.2.8> 댐 시설별 요구되는 성능과 성능의 판정기준 예

시설 구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예

콘크리트 댐체 저수기능
댐체 저면을 상하류방향으로 관통하는

균열발생 여부
발생된 균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붕괴유발 손상발생여부

필 댐체 저수기능
댐체 높이를 1m 낮추는 활동 영구 변형량

발생여부
활동면을 따른 침투파괴발생여부

여수로 구조물 저수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콘크리트압축변형이 전반적 항복변형 이내
철근변형이 변형율경화 변형치 이내(파단

변형치 이내 가능※)
전단력이 전단내하력이내

잔류변위가 수문작동 가능량 이내 여부
지진중 변위로 수문과의 충돌가능성 여부

여수로 수문
저수기능
비상대처기능
홍수방어기능

강재변형이 허용변형치 이내
(주요부재 항복변형 2배 이내, 보조부재

10배 이내)
고정부의 발생력이 허용치이내

여수로 권양기
및 조작반

비상대처기능
홍수방어기능 지진력이 앵커내하력 이내

여수로
공도교/권양교

비상대처기능
홍수방어기능

지진중 소성변형에 따른 낙교가능성
피어와 충돌가능성

비상발전기 비상대처기능
홍수방어기능 지진력이 앵커내하력 이내

※ 일본의 妙見堰은 新潟県中越 지진시 전 피어에 댐축방향 지진력에 의한 균열 등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철근이 노출되거나 파단될 정도의 손상을 입지 않은 피어에서는 수문의 조

작에 지장이 없었다.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 28 -

<해설표 2.2.8> 댐 시설별 요구되는 성능과 성능의 판정기준 예(계속)

시설 구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예

취수탑 구조물 비상대처기능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콘크리트압축변형이 전반적 항복변형 이내
철근변형이 변형율경화 변형치 이내

전단력이 전단내하력이내
잔류변위가 수문작동 가능량 이내 여부

취수탑 수문 용수활용기능
강재변형이 허용변형치 이내

(주요부재 항복변형 2배 이내, 보조부재
10배 이내)

고정부의 발생력이 허용치이내

취수탑 권양기
및 조작반 용수활용기능 지진력이 앵커내하력 이내

취수탑 관리교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지진중 소성변형에 따른 낙교가능성, 피어
또는 취수탑과 충돌가능성

용수로
유입 및 유출
구조물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콘크리트압축변형이 전반적 항복변형 이내
철근변형이 변형율경화 변형치 이내

용수로 터널 용수활용기능
라이닝 응력이 허용강도 이내

콘크리트압축변형이 전반적 항복변형 이내
철근변형이 변형율경화 변형치 이내

용수로 수압철관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철관응력이 허용강도 이내

발전소 본체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콘크리트응력이 허용강도 이내
콘크리트댐체 변형기준 준용

발전소 건축물 용수활용기능
건축구조기준 준용

콘크리트압축변형이 전반적 항복변형 이내
철근변형이 변형율경화 변형치 이내

발전소 기계설비
및 조작반 등 용수활용기능 지진력이 앵커내하력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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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2.2.7> 댐 파괴에 따른 하류로의 통제불가능한 방류

2.3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절차

해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댐들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내진특등급 댐은 “안전기능” 및

“편익기능”이 즉각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며 내진1등급 댐은 “안전기능”은 즉각적

으로, “편익기능”은 장기보수 후 발휘되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댐의 경우 1단계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가능최대지진에서 댐의 내진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단, 관리주체가 원하면 1단계 평가를 생략

하고 2단계 평가만을 실시하여 댐의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댐의 내진성능 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 1단계 평가, 상세 2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1단계 평가에서는 정역학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2단계 평가에

서는 동적해석기법을 적용한다. 이때, 대형 댐의 경우, 지진 중 파괴 시 및

지진 후 기능 미발휘 시 발생되는 피해가 여타 구조물에 비해 매우 큰 점

을 감안하여 1단계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댐들은 가능최대지진하에서 평가를 하고 내진

특등급 댐은 지진 후 기능수행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며 내진1등급 댐은 장

기복구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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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결정

댐의 내진성능 평가 필요

예비평가

상세 1단계평가

상세 2단계평가

불만족

필요

·영향도, 취약도에 의해 내진성능 평가 우선순위 결정

·액상화 간편 검토 기준만족여부

·필댐에 대한 사면·안전율 기준만족여부

·콘크리트 댐 간편 해석결과의 기준만족여부

·액상화 상세해석 안전율 기준만족여부

·필댐 활동변형량의 기준만족여부

·콘크리트 댐 상세 해석결과의 기준만족여부

대책 수립 (보강공사)

평가 결과 종합

불만족

만족

만족

<해설그림 2.3.1> 댐 내진성능 평가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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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3.1 일반사항

해설

기존 댐 시설물들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예비평가를 먼저 수행하여 내진성능 평가가 시급한 구조물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자료조사 및 정리

3.2.1 자료조사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댐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는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1.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시 예비평가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내진성능 상세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자료조사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의 직접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

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 보강이력 및 상태, 구조물의 현재 여건, 구조

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가. 일반사항 조사

(1) 구조물 이름, 위치, 관리주체 등을 조사한다.

(2) 구조물이 위치한 지진구역, 시설물의 내진등급, 지반조건 등을 조사한다.

(3) 준공년도, 관련 설계기준, 내진설계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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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기준

나. 설계도서 조사

(1) 구조물의 구조형식 및 제원, 각 부재의 제원 및 재료 특성 등을 조사

한다.

(2) 구조물의 제원, 평면도, 종 횡단면도, 지반지질도, 상세도 등을 조사한다.

(3) 시설물의 설계 당시의 내진설계 관련 도서를 조사한다.

(4) 보수 보강 등에 따른 내진성능의 변화 요인을 조사한다.

다. 현장조사

(1) 구조물의 현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을 조사한다.

(2) 중요 연결시설물,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한다.

라. 환경조사

(1) 재료 및 제원의 특성 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조사한다.

(2) 지진 외적인 보수 보강 계획 등을 조사한다.

1. 내진성능 예비평가시 기존 댐 시설의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

그룹을 분류한다

가. 취약도(Vulnerability) : 댐체의 종류, 구성재료의 특성, 기하학적인 형

상에 의해 결정한다.

나. 영향도(Impact) : 시설물의 내진등급 등에 의해 결정한다.

2. 내진그룹은 내진보강 “핵심시설”, “중요시설”, “관찰시설”, “유보시설”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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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구조물의 내진그룹화는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화하

여 수행된다. 이러한 정량화는 수많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요인자를 도출하고

각 인자의 참여계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그 결과가 공학적으로 충분히 타당하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제안된 취약도 및 영향도는

향후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면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 판단으로

내진그룹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3.4 평가방법

3.4.1 취약도

해설

필댐이 중력식댐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댐 중에서도 균일형 필

댐이 여타 형태의 필댐보다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댐체의 높이가 높을수

록 취약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약도를 결정한다.

댐체의 종류, 구성재료의 특성, 기하학적인 형상 등을 고려하여 취약도

로 나타낸다.

3. 우선순위가 높은 내진그룹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진성

능 평가를 수행한다. 내진보강 “핵심시설”,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내진성능 상세 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 “관찰시설”, "유보시설

“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내진성능 상세 평가

실시시기를 결정한다.

4. 정책적 판단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그룹을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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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영향도

해설

댐시설물의 영향도는 지진으로 인해 붕괴 또는 기능마비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

한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류하천측 및 수혜지역의 피해영

향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댐 설계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댐

시설물의 내진등급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적

용한다.

3.4.3 내진그룹화

댐시설물의 영향도는 댐 파괴시 하류측의 피해영향 가능성, 댐 기능마비

시 도시기능마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존 댐시설물의 내진그룹은 취약도와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성능 “핵

심시설”, “중요시설”, “관찰시설”, “유보시설”의 4개 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영향도 평가 )

내진 특등급 ?
(취약도 평가 )

댐체형태

(취약도 평가 )
높이 15m

(취약도 평가 )

균일형댐
이상

이하

No

Yes

Yes

No

필댐

중력식댐

내진성능

핵심시설
내진성능

중요시설
내진성능

관찰시설
내진성능

유보시설

<그림 3.4.1> 기존 댐의 내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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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댐체 내진성능 상세평가

4.1 일반사항

댐체에 대한 내진 성능 상세평가는 1 단계 및 2단계로 구성되며 현장

조사, 실내 시험, 내진 해석의 순서로 나누어 수행 한다.

내진 성능 상세 1단계 평가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기초 지반과 제체에 대한 
현장시험

1단계 실내시험

액상화 간편 검토

필 댐 콘크리트 댐

사면 안정에 대한
간편 해석

제체에 대한 간편 해석

내진 성능 평가 2단계

수행 필요

내진 성능 평가 2단계

실시

평가 완료

없다

있다

<그림 4.1.1>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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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세 1단계 : 현장 조사는 육안 조사, 현장 시험 등을 이용하여 댐의 현재 상태

를 파악하고 실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제체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한다. 제

체에 대한 기본적인 물성 획득을 위하여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현장 조사 결과와 실내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간편 해석을

수행한다. 간편 해석시 크게 액상화에 대한 간편 검토와 제체의 유사 정적해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 평가 2단계 실시 여부를 판정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 수행결과, 내진성능이 불안전한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 내진성능 평가 2단계에서 정밀 해석을 수행하며, 현장 정밀 조사,

실내 시험, 상세 해석의 순서로 수행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 2단계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2단계 실내 실험

액상화 상세 해석

2단계 댐체 안정해석

예 아니오

평가 거동 한계 만족

평가 완료 보수 및 보강 대책 마련

현장 정밀 조사

및 소성변형해석

만족 여부

<그림 4.1.2> 내진성능 상세평가 2단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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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2단계 : 현장 정밀 조사 시에는 시추조사, SPT 및 CPT, 크로스홀 및 다운

홀 시험 등을 통하여 시료의 채취와 함께 동적 전단탄성계수 등의 물성을 수집한

다.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 시험을 수행하여 흙의 동

적 물성 및 콘크리트의 정밀한 소성물성을 확보하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상세 해

석을 수행한다. 상세 해석시에는 형식별로 필댐과 콘크리트댐으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적 해석을 수행한다. 이상의 상세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댐의 내진성능을 평가 한다.

4.2 상세 1단계 평가

4.2.1 1단계 현장 조사 및 시험

4.2.2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

현장 조사는 댐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기술자와 지반공학자 및 구조

공학자에 의해 실시한다. 현장 조사는 댐의 실내 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

취와 재료의 현장 물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은 댐

의 형식과 결정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적용 시험 방법은 여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 1단계에서

는 제체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현장 시험을 수행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을 통해 제체 구성 재료에 대한 강도와 층상구조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간편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한다.

1. 필댐

내진성능 평가 1단계 수행 시 필댐의 안정 해석에 요구되는 제체 재료

의 물성을 결정하기 위해 댐체에서 보링 시험을 실시한다. 불투수층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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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지진하중에 대한 댐 거동의 해석에 필요한 물성으로는 콘크리트 재료의 영탄

성계수, 포아송비, 단위중량, 재료 감쇠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물성

은 정적인 방법과 동적인 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데, 정적인 방법은 콘크리

트 공시체에 대한 파괴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적인 방법은 탄성파의 전파 특

성을 이용하는 비파괴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시험으로는 콘크리트 재료의 영탄성계수, 포아송비, 재료

감쇠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충격반향 기법(Impact Echo 기법), SASW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충격반향 기법으로는 P파의 속도 및 탄성파의 반사면까지의 깊

이를, SASW 기법으로는 콘크리트 매질 표면 및 내부의 S파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두 탄성파 속도의 관계식으로부터 포

아송비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 콘크리트 물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비파괴탄성파시험, 또는 실내탄성파 시험

수층, 필터층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보링을 실시하되, 보링은 댐

체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소한의 수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링 시

SPT실험, 공내투수시험, 공내강도시험 등 현장실험을 실시하며, 지하수위

를 관측하고, 채취한 시료를 실내시험에 사용한다. 현장여건상 보링조사가

어려우면 설계자료 등 문헌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댐

내진성능 평가 1단계 수행 시 구조 해석에 요구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며 댐 콘크리트의

강도와 물성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코어링 등을 통해 획득하여야 한다.

댐의 전체적인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면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서 보링을 실시하여 댐 콘크리트의 존별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채취한 시

료를 실내시험에 사용한다. 현장여건상 보링조사가 어려우면 설계자료 등

문헌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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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코어 채취의 위치와 회수는 구조 해석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결

정되어야 한다.

4.2.3 간편 실내 시험

해설

1. 콘크리트 코아에 대한 실내 탄성파 시험은 사용하는 탄성파의 종류에 따라 P

파 속도, S파 속도, 비구속 압축파(Rod 파)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P파, S

파, 비구속 압축파 속도 사이의 관계로부터 포아송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실

내 탄성파 시험에서 계측 해머(instrumented hammer)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코아

에 가해진 탄성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콘크리트 코아의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 특성을 구하여, 이로 부터 콘크리트 코아의 재료 감쇠비를 구할 수 있

다. 이때, 지진하중의 주성분은 횡방향의 S파 성분이므로 지진하중에 대한 콘크

리트 댐의 거동 해석을 위해서는 S파를 이용하여 측정한 재료 감쇠비를 사용하는

1단계 실내시험을 통하여 제체의 유사 정적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물성

을 파악한다.

1. 필댐

필댐의 경우 불투수층과 투수층, 필터층 등에서 채취된 시료를 활용하여

댐체의 토성분석과 강도실험을 실시한다. 불투수층과 투수층, 필터층 등에

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각각 입도분석, 삼축압축강도시험,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단,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엔 설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댐

코어채취 후 실내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댐 콘크리트의

대표적 강도를 측정하고 실내 탄성파 시험을 수행하여 코아의 물성, 즉,

탄성계수, 포아송비, 재료 감쇠비 등을 측정하여 구조물의 유사 정적해석

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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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4.2.4 간편 해석

4.2.5 액상화에 대한 간편 검토

해설

가. 大規模地震に對するダム耐震性能照査指針(案)·同解說(國土交通省, 2005)에서는

미고결된 퇴적층을 기초지반으로 가진 락필댐, 제체다짐이 불충분하던가 액상화가

능성이 있는 사질지반을 가진 토사댐의 경우 액상화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댐의 경우 등에는 상기 조건을 검토하여 액상화 가능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진 상세평가 1단계인 간편 해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2단계 해석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1. 액상화에 대한 간편 검토

2. 필댐 제체의 사면 안정 해석

3. 콘크리트댐의 제체에 대한 간편 해석

댐 제체 또는 기초가 사질재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진 시 액상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댐 제체 또는 기초의 N값이 15 이하, 균등계수가

6 이하이면서 동시에 평균입경(D50)이 0.074∼2.0㎜인 경우에는 상세평가

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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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필댐 제체의 사면안정에 대한 간편 해석

해설

1. 내진성능 평가방법은 크게 유사 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유사 정적해석법은 지진하중 산정이 간편하고 해석 상의 편의성과 같은 장점

은 있으나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없는 한계성

을 갖고 있다.

유사 정적해석법으로 지진시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

중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정적하중

나. 관성력

일반적으로 유사 정적해석 개념을 적용한 사면안정해석에는 한계평형이론의 절편

법을 이용하며, 다양한 해석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상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간편 해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석 시에는 원호활동파괴

뿐만 아니라 블록활동 파괴나 불규칙한 형상의 활동파괴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파괴형상을 고려토록 하며, 하중조건은 가장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여 안정검

토를 실시해야 한다.

2. 저수지 침윤선의 윗부분은 제체재료의 습윤 단위체적중량()을 사용하고 침윤

선 아랫부분은 포화 단위체적중량()을 사용한다.

3. 사면안정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와 같다.

필댐 제체의 사면 안정은 정적하중, 관성력 등을 고려한 유사 정적해석법

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 때 해석에 사용할 물성치는 현장 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 필 댐 제체의 사면 안정성에

대한 간편 해석 결과, 안전율이 댐설계기준에서 제시된 값 이하인 경우 필

댐 제체에 관한 내진 성능 평가 2 단계를 실시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석괴댐에 대한 내진해석을 할 경우에는 표면차수벽은 모델링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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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의

수위상태

설 계 하 중

자중 정수압 지진관성력 간극수압

완성 직후 ○ × ○ ○

설계홍수위 ○ ○ × ○

상시만수위 ○ ○ ○ ○

중간수위 ○ ○ ○ ○

수위 급강하 시 ○ ○ ○ ○

주) 1. 중간수위는 상시만수위 이하의 수위로서 사면활동 안전율이 최저인 수위이며 시산으로 산정
2. 수위급강하는 수위가 상시만수위에서 저수위까지 저하하는 경우
3. 지진의 경우 진도법 채택시 수평방향만 고려
4. 제체 완성직후 또는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위급강하시에는 지진력을 1/2만 적용

<해설표 4.2.1> 하중의 조합

4. 사면안정 해석 시 활동에 대한 최소안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제체조건 저수상태 지진

안전율
비 고

상류 하류

1

2

3

4

5

6

완성직후

(간극수압최대)

완성직후

평상시

평상시

평상시

평상시

바닥상태

일부저수1)

설계홍수위

만 수

일부저수2)

급 강 하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1.3

1.3

1.2

1.2

1.15

1.2

1.3

-

1.2

1.2

-

-

1) 상류측 비탈면의 하부

존이 암석 등으로 되어 있

어 간극압이 발생하지 않

을 경우에 한함.

2) 수위는 보통 댐 높이의

45～50%를 적용하여 계산

함.

<해설표 4.2.2> 활동에 대한 최소 안전율

* 활동에 대한 최소 안전율은 재료의 시험과 안정계산의 정밀도가 불충분하거나 연약지반 위의 댐과 같이 불안정 요
소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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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콘크리트 댐 제체에 대한 간편 해석

1. 콘크리트 댐 제체에 대한 안정검토 및 발생응력에 대한 검토는 저수

위에 따른 하중조합을 기본으로 하여 정적하중과 지진시 발생되는

동수압 및 관성력을 고려한 등가 정적해석법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해석에 사용할 제체와 지반의 물성은 현장 및 문헌조사

를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댐은 댐본체인 비월류부 및 특이단면부 (펜스탁이나 발전소,

엘리베이터, 여수로 포함 단면부 등) 각각에 대해 2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이단면부의 경우 필요시 3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응력의 상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여수로 권양기 및 현장조작반은 강체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초

앵커의 응력을 검토하며, 관리교는 낙교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수문은 수문자체의 안전성과 문틀, 트리니언 및 앵커리지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한다.

4. 댐 제체 콘크리트와 기초 암반면 사이의 전단력에 대한 안전율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댐과 기초암반과의 접촉면이나 기초암반내에 강도

또는 변형성이 크게 다르게 작용하는 단층 등이 있는 경우, 기초암반

의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해 국부적인 활동 안전율을 검토하며 어떤

경우도 안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        

식에서,  ․  : 전단마찰 안전율(≥ 4)
 : 댐 제체의 재료 또는 기초암반의 내부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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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콘크리트 댐은 통상 댐 제체 내에 여수로 및 발전용 취수구조물 등이 삽입된 형

태로 설치된다. 즉, 댐 제체인 비월류부내에 여수로인 월류부 및 발전용 취수블럭

등이 삽입되어 일체구조물로서 설치된다. 따라서 콘크리트댐의 내진성능 평가 시

에는 비월류부 뿐만 아니라 특이단면부에 대해 모두 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안전

성이 적은 시설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댐의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댐 제체의 재료 또는 기초암반의 순 전단강도(점착력)

 : 전단면에 작용하는 전 연직력

 : 전단면에 작용하는 전 수평력

 : 전단저항의 길이

5. 콘크리트 댐에 작용하는 하중의 합력은 저면의 중앙 1/3내에 있어야

한다. 단, 지진력이 상류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합력의 작용점이 댐

저면 중앙 1/3을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하류측 선단에서의

인장응력이 허용인장응력보다 작으면 안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6. 저면에 발생한 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또는 콘크리트 허

용압축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7. 제체에 발생한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은 각각 콘크리트의 허용 압축응

력 및 허용 인장응력이하 이어야 한다.

8. 여수로 교각를 검토할 때 상․하류 방향 및 댐축 방향에 대해 각각

지진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여수로 교각 검토시 저수지 수위는

상시만수위(NHWL)인 경우를 적용하고, 수문은 모두 닫혀 있는 것으

로 한다. 이때, 교각이 댐마루 부근에 위치하면 적용진도는 검토진도

의 2배를 취할 수 있다. 교각의 휨 및 전단내하력을 검토하며 발생된

외력이 내하력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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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댐의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와 같다.

저수지의 수위상태

설 계 하 중

자 중 정수압
지진시

동수압
빙 압 퇴사압

지진

관성력
양압력

설계홍수위 ○ ○ × × ○ × ○

상시만수위 ○ ○ ○ (○) ○ ○ ○

저 수 위 ○ ○ ○ × × ○ ○

저수지에물이없는

경우
○ × × × × ○ ×

주) 1. 지진의 경우 진도법 채택시 수평방향만 고려
2. 저수지에 물이 없는 경우는 지진력을 1/2만 적용

<해설표 4.2.3> 콘크리트댐의 하중조합

2. 콘크리트댐의 해석시 고려하는 양압력은 아래와 같다.

<해설그림 4.2.1> 콘크리트댐 해석시 작용시키는 양압력

3. 실험값이 없는 경우, USBR에서는 순 전단강도(점착력)로 댐체와 기초암반의

접합면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0.1을, 수평조인트에서는 0.08을 적용하

고 있으며, 내부마찰계수는 1.0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 국토성의 경우에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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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강도(점착력)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1/7～1/10를 적용하고 있다.

4. 지진력이 작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평방향 동수압은 댐을 강체로 가정한

Zanger 및 Westergaard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Westergaard의 공식은 아래

에 제시하였으며 Zanger식의 상세는 댐설계기준을 참조한다.

                             

      

여기서,  : 수심 에서의 동수압(Pa)

 : 물의 단위중량(N/m³)

 : 설계지진계수

 : 수면에서 기초지반까지의 수심(m)

 : 수면에서 동수압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수심(m)

H

h
0.
4h

Pd

<해설그림 4.2.2> Westergaard식의 기호 설명

Westergaard의 간략식은 수심 로부터 상부의 전 동수압 (=)와 수심 점

으로부터 전 동수압의 작용점까지의 높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estergaard의 간략식은 무한한 수면을 가진 조건에서 적용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하류방향 지진력이 작용 시 댐체 또는 수문에 작용하는 동수압을 산정 시 작용가

능하다. 하지만 댐축 지진력이 작용 시 피어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유한한 수면을

가진 경우의 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본 상수도내진기준에서 제안한 아래의 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동수압은 물과 접하는 구조물의 모든 면에서 지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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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용방향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자유수면을 가진 사각수조의 Westergaard의 보정식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 수심 z(m)에서 지진 시 동수압 강도 (kN/㎡)

 : 물의 단위중량 (kN/㎥)

 : 수평진도

 : 수조의 수심 (m)

 : 수조의 폭과 수심의 비, B/H에 의한 보정계수 (아래 표 참조)

<해설표 4.2.4> 동수압 분포 

B/H β

0.5 0.397
1.0 0.670
1.5 0.835
2.0 0.921
3.0 0.983
4.0 0.996
∞ 1.000 

<해설그림 4.2.3> 동수압 분포도

5. 상류측 선단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하류측 선단의

인장응력은 콘크리트의 허용인장응력까지 허용된다. 허용인장응력은 허용압축응력

의 10%로 하며,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허용압축응력(압축강도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지진 시 허용응력은 평시하중 하 허용응력에 비해 30% 증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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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세 2단계 평가

4.3.1 2 단계 해석을 위한 자료 획득

4.3.2 기초 지반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

4.3.3 제체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

2 단계 해석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 단계 평가 시에 실시

하였던 조사법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 현장 조사를 실

시하도록 한다. 이 때 획득하는 시료로는 보다 정확한 정적 특성 및 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액상화 상세 해석 및 동해석

에 필요한 댐 및 기초 지반의 특성을 획득한다. 만일 제반 여건의 제약

으로 인해 이로부터 동적 물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문헌 자료

를 이용하여 필요한 값을 추정하도록 한다.

1. 현장 정밀 조사

2. 실내 시험

3. 기존 문헌 자료를 이용한 동적 물성의 추정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의 내진 성능 평가 요령’ 참조

필 댐의 제체에 대한 시추조사와 함께 SPT, CPT 및 크로스홀, 다운홀

등 공내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여 평가 2 단계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

하도록 한다. 만일 현장 시험으로 인해 제체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등의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비파괴 탄성파시험 결과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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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파괴시험으로는 비파괴탄성파시험이 있다. 비파괴탄성파시험으로는 영탄성계

수, 포아송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충격반향(Impact Echo)기법, SASW (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기법, MASW(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기법, HWAW(Harmonic Wavelet Analysis of Wave)기법 등이 있다. 충격

반향 기법으로는 P파의 속도 또는 탄성파의 반사면까지의 깊이를, SASW기법으

로는 매질의 S파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두

존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댐의 경우 평가 1 단계에서 실시한 코아 채취와 탄성파 시험

을 통해 얻은 자료가 상세 해석에 부족하면 추가적인 코아 채취와 현장

탄성파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1. 시추조사

2. SPT

3. CPT

4. 크로스홀 시험

5. 다운홀 시험

6. 콘크리트 코아 채취

7. 콘크리트 탄성파 시험

1부터 6까지의 현장 정밀 조사 방법은 제체에 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는 단점을 갖고 있으나 댐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체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시험

이다. 그러므로 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비파괴 시험은 댐 제체를 대상으로 손상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경제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접근성과 주변 여건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물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비파괴 시험 전문

가의 사전 시험 위치 및 기법의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 획득 및 활용

이 가능하다.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 50 -

탄성파 속도의 관계식으로부터 포아송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비파괴 탄성파 시험의 한 종류인 충격반향 기법은 탄성파의 전파가 불연속면에서

다중반사(multiple reflection)를 일으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 매질의 탄성파 속

도 또는 불연속면까지의 두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주로 명확한 반사

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다른 탄성파 시험인 SASW시험은 지표면의 비교적 긴 시험 측선의 한 지점에

서 충격이나 진동을 가하고 일정 거리가 이격된 위치에서 지반의 진동을 측정함

으로써 지반 매질 내부의 S파 속도 및 층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댐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제체의 동적 특성 자료로서 심도에 따른 S파 속도 분포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비교적 지진동 전파 매질의 종류 및 층상

구성의 불연속성에 관계없이 진동원의 종류에 따라 깊은 심도까지 S파 속도 파악

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체의 포아송비와 동적 물성의 변형률에 따른 변화 양상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보조적인 현장 및 실내 시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MASW시험은 SASW시험이 확장된 형태로 전단파속도에 대한 2차원적인

분포를 산정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WAW기법은 잡음이 상대적으로 심한 조건하에서도 슬러지 햄머와 같은 간편한

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제체에 별다른 손상없이 시험을 수행하고 댐 제체에 대한 거동

및 내진성능 평가의 기본적인 물성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은 그 적용성에 있어서 제한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제

체에 대한 직접적인 시추 및 코어링 없이 시험을 수행함에 따라 시험 수행의 방

법론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장비 및 경험이 요구되며, 시험 결과의 해석론적인 측

면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및 경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성으로 인해 시험

수행자 및 해석자에 따라 제체 특성의 취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진

및 지반공학자, 댐 관리자 그리고 비파괴 시험 전문가의 종합적인 관리 및 대책

하에 철저한 사전 준비, 시험 수행 그리고 결과 해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반의 전단탄성계수는 원위치 시험에서 측정된 탄성파속도로부터 다음 식을 사

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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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p = 종파속도 (m/s)

Vs = 횡파속도 (m/s)

G = 전단탄성계수 (kN/m2)

E = 영율 (kN/m2)

ν = 포아슨비

ρ = 밀도 (t/m3)

γt = 단위체적중량 (kN/m3)

g = 중력가속도 (m/s2)

4.3.4 정밀 실내 시험

해설

시추 조사로부터 얻은 시료를 이용하여 공진주 시험과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실

시하여 전단 탄성계수, 감쇠비, 액상화 저항 강도와 같은 지반의 동적 특성을 결

추가 실내 시험을 통해 전단 탄성계수, 감쇠비, 액상화 저항 강도와 같

은 지반의 동적 특성을 결정하여 지진시의 거동을 판단할 수 있다.

1. 공진주 시험

2. 삼축압축 시험

3. 진동 삼축압축 시험 또는 진동 단순전단 시험

4. 암석시료에 대한 삼축압축 시험

5. 암석시료에 대한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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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상세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1. 공진주 시험은 10-5～10-1%의 매우 작은 변형률 범위 하에서의 지반의 동적 특

성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 시험 결과로부터 전단 탄성계수

와 전단 변형률, 감쇠비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 그래프를 통해 지진

하중 작용시 지반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

2. 삼축압축 시험의 경우 응력 조건과 배수 조건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현장 지반

상태의 재현이 가능하므로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파괴포락선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내부마찰각 및 점착력을 얻을 수 있다.

3. 진동 삼축압축 시험은 현장 정밀 조사로부터 얻은 시료를 이용해 단위중량, 입

도분포 곡선 등과 같은 시료의 공학적인 기본 물성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

여 대상 지반의 조건과 같은 상태를 구현하여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대밀도, 초기 유효구속압 등

을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진동 삼축압축 시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시료

의 준비과정으로 원하는 상대밀도와 입도분포 그리고 No. 200체 통과 함유량에

맞춰서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시료를 준비했으면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

하기 전에 기본적인 물성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기본 물성을 바탕으로 현장 조건

에 맞게 재성형하는 작업을 거친다.

두 번째 단계는 시료의 포화단계이다. 시료의 포화방법은 주로 배압 포화법을 사

용하며, 압력의 증분은 30kN/m2～50kN/m2로 조정하여 시료에 무리가 없도록 배

압(back pressure)을 서서히 증가시킨다. 시료의 포화도는 간극수압계수, B값을

확인하여 0.97이상의 값을 가질 때 완전 포화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로 완전 포화된 시료에 등방 압밀과정을 통해 초기 유효구속압을

설정하여 주며, 체적 변형률이 일정해지는 시기까지 압밀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

다. 초기 유효구속압은 현장지반의 지반 심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현장성을 고려

하여 적절히 산정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완전 포화된 시료에 축응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단계이다. 가해

진 축응력은 시료에 전단력을 가하게 되며, 이와 같은 원리로 지진력을 재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험과정을 통해 시료의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 변위, 응력 및 응력-

변형률관계 곡선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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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3.1> 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의 발현양상

위 <해설그림 4.3.1>는 대표적인 진동 삼축압축 시험 수행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진동하중이 가해짐에 따라서 유발되는 과잉 간극수압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하

중비를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반복하며 3수준 이상의 하중비를 변화시키며, 시험을

수행하여 재하 횟수-하중비 관계곡선을 구해야 대상 지반의 지진에 대한 전단 저항

강도비를 구할 수 있다.

<해설그림 4.3.2> 재하 횟수에 따른 액상화 저항 강도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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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석에 대한 삼축압축시험은 원통형 암석 시료를 이용하여 파괴 포락선을 결정

하기 위한 값들과 내부 마찰각 및 겉보기 점착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시험시 높이가 지름의 2.0～3.0배인 원통형 시료를 사용하며 지름은 NX core

size(약 0.054 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시료의 지름은 적어도 암석을 구성하는

최대 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탄성파 속도 측정시험은 탄성파의 전파속도를 결정하기 방법이다. 탄성파 발진

장치를 사용하여 시편을 통과하는 P파 및 S파의 속도를 측정하고 탄성론으로부

터 유도된 다음의 식들을 사용하여 동적 물성치를 구한다. 실험을 통해 구한 동

적 물성치는 상세 해석을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G = ρV2
s× 10-5

 
  




  



여기서, E : 동적 탄성계수(kPa )

G : 동적 전단탄성계수(kPa )

ν : 동적 포아송비
ρ : 밀 도(kPa )

Vp : P파 속도(㎧)

5.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아에 대한 실내 탄성파 시험 및 압축강도 시험을

수행하며, 실험방법은 4.2.3절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4.3.5 동적 물성치의 추정

제체의 동적 물성을 직접 얻을 수 없는 경우엔 기존 자료로부터 동적

물성치를 추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댐체의 최대전단탄성계수 및 포아슨

비는 Sawada 공식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고, 전단변형율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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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Seed 등은 표준관입시험 N치로부터 사질토 지반의 최대 전단탄성계수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max ×
⋅



단탄성계수 및 감쇠정수는 Vucetic 곡선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심도(m)
록 존 코어존

불포화 포 화 상 한 하 한

0～5 Vs = 245 Vs = 210

5～30 Vs = 250․Z0.20
Vs = 250․Z0.20

Vs =

180․Z0.35
Vs =

140․Z0.3430～ Vs = 200․Z0.315

포아슨비
υ =

0.375-0.006․Z0.58
υ =

0.49-0.001․Z0.95
υ = 0.45 - 0.006․Z0.60

주) Vs : 전단파속도(m/s), Z : 지표하 심도(m)

<표 4.3.1> Sawada의 록필댐 전단파 속도분포 모델

* 최대 전단탄성계수는 max   
이다. 여기서 는 밀도(t/㎥), 는 전단파 속도

(m/s)이다.

<그림 4.3.1> 세립토의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 곡선(Vucetic 등, 1991)

(조립토는 PI = 0 인 곡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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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max : 최대 전단탄성계수(psf)

N60 : 에너지비 60%로 보정된 N값

 : 유효 평균주응력(psf)이다.

일본 항만기술연구소는 점성토 지반에서 1축 압축강도와의 상관식, 사질토 지반에

서 N값과의 상관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max 

max  

여기서 Gmax의 단위는 kgf/㎠

또한, 이하의 방법에 의해 지반의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를 추정할 수 있다.

① 토질조사 결과에서 점성토는 소성지수(Ip)에 의해 지반의 층 구성을 판별한다.

이 경우 Ip≥30, 30〉Ip〉N.P(비소성), Ip = N.P의 3종류의 지층으로 분류한다.

② 분류한 각층의 압밀상태를 고려하고 유효상재압(σ′)을 구하고 지중의 응력비

k′(수평방향의 유효응력 σh′과 σv′의 비)를 가정하고 평균유효 주응력 σm'을

(1+2K′)σv′/3에 의해 계산한다. 압밀종료 수평지반에서는 일반적으로 K′=K

0′=0.5 가 되는 경우가 많다. Ip〈 30 의 지층에서는 지층의 간극비(e)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③ 분류한 매층의 Ip, σm', e 에서, 미소 전단변형진폭(γ=10-6) 에서 전단탄성계

수 G0(=Gmax)를 구한다. 다만 Ip = N.P 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서 Ip = 0으로

한다.

  ′, a=285-2Ip (Ip≥30)

    

  


′, A=1.6Ip+185 (Ip<30)

G0, σm' 의 단위는 kg/cm2

④ 사질토의 경우에는 다음의 식을 사용한다.

    

  


′ (입자가 둥근 모래)

    

  


′ (입자가 모난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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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상세 해석

4.3.7 액상화에 대한 상세 해석

해설

암반위에 설치된 락필댐의 경우 제체중 필터층이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

이나 댐체의 필터층처럼 다져진 밀실한 모래는 과잉간극수압이 유효구속압에 달해

도 느슨한 모래처럼 전단저항력을 상실해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는 완전액상화는 일

어나지 않으며 dilatancy에 의해 전단응력이 커짐에 따라 유효응력이 회복해 어느

한정된 변형의 범위에서 전단변형의 증가에 의해 접선전단강성이 증가하는 cyclic

mobility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액상화에 의한 전단강도의 완전상실을 걱정할 필

요가 없다.

상세 해석은 현장 정밀 조사 및 실내 시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

하여 콘크리트 댐과 필 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실시하도록 한다.

1. 액상화에 대한 상세 해석

2. 필 댐의 제체의 변형에 대한 동해석

3. 콘크리트 댐의 제체의 안정성 또는 변형에 대한 동해석

기초 및 제체의 액상화가능성을 내진설계 일반(KDS 17 00 00)을 적용

하여 해석한다. 단, SPT 외의 현장시험 결과나 정밀실내시험결과를 활용

한 액상화가능성 평가가 필요시 여타 관련 기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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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필댐 제체의 변형에 대한 동적 소성해석

현장 정밀 조사 및 실내 시험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동해석을

실시하여 지진 중 또는 지진 후의 필 댐의 거동을 평가하도록 한다.

필댐 제체의 변형에 대한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은 댐설

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며 여기서는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절차를 기술하였다. 이때, 중요한 댐의 댐체는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

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동해석시 적용기준 및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댐체 단면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

며 지진 후에 침투파괴되지 않는지를 검토함으로서 “저수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가능최대지진(MCE)은 댐의 내진등급에 상관없이 4800년 지진위

험지도에서 취득하며 이때, 그 값이 행정구역계수를 사용한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설계지반운동은 수평지반운동 뿐만 아니라 수직지반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직지반운동은 S1지반의 경우 수평지반운동의 0.77배이

며 S2이하의 지반의 경우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정할 수 있다.

4) 지진하중은 시간이력하중을 적용한다. 시간이력하중은 댐 지역 인

근에서 발생된 지진 또는 인공지진을 활용하며, 3개의 시간이력하

중을 채택하여 그중 최대응답값을 성능평가에 사용한다.

5) 상시만수위를 검토 수위로 하며 필요시 기타 낮은 수위 조건에서

도 검토한다. 댐체에 대한 모델링은 2차원 모델링을 원칙으로 한

다. 기초암반을 모델링에 포함시는 분산감쇠를 감안한 질량모델

및 점탄성모델, 비질량모델 등을 사용하되 충분한 해석범위를 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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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ewmark 방식에 의한 댐 사면의 소성활동에 따른 댐마루의 침하량

을 계산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활동량과 활동면의

형상 및 원점에 대한 기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침하량을 계산하며,

계산된 침하량이 1.0m 이내이면 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때, 활동면은 소성활동에 의해 댐의 높이가 낮아지는 형태를 가정하

며 결정한다. 이를 위해 댐 전체 높이를 포함하는 활동면 및 댐체

상부에서의 활동면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소성활동에 따른 댐마루의

침하량이 1.0m 이상이면서 지진에 의한 간극수압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댐은 좀 더 정밀한 유효응력해석법을 사용한 동적 소성해

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다.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댐체의 각종 동적계수는 동적 삼축압축시험 등

을 통해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락

필 댐체의 최대전단탄성계수 및 포아슨비는 Sawada 공식 등을 활용

하여 추정할 수 있고, 전단변형율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정수

는 Vucetic 곡선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암반도 필요시 동적

물성은 기존 문헌등을 참조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암반이 양호하면

지진력에 의해 물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중심코아형 필댐이나 균일형 흙댐의 경우, 상류면에서 시작되어 하

류면으로의 활동 가능성이 있을 때 상류측에서의 활동면의 시점이

저수지 수위보다 낮은 경우 침투파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 댐체 사면경사가 완만하면 유체와 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바. 동적 해석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시공과정을 포함

하는 단계적 해석을 실시하며, 흙의 소성적 성질과 동적 간극수압을

고려한다.

사.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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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지진재해도상 10,000년 빈도지진력을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추정한 후 댐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외국의 댐 내진성능평가

와 동일한 수준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MCE하에서의 동적소성해석시 통상 수평지진력만을 사용하는데 이는 댐의

응답거동에 수평성분의 영향이 지배적이며 연직지진력을 고려해도 해석결과

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연직지진력을 적용할지는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른다. 이때, 평가대상 지진력이 직접 측정된 지진력이 아닌 경우엔 수평지

진력의 부호를 바꿔가며 적용한다.

(다) Newmark법은 아래와 같이 토괴를 블록으로 간주하고 활동면에서 응력변형

관계로부터 탄소성을 가정해, 활동토괴의 활동변형량을 산정한다. 실제로 흙

은 진동에 대하여 비선형성을 나타내므로 Newmark법은 정밀한 방법은 아니

지만 입력조건이 원호활동계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계산가능하기 때

문에 제체의 변형성능을 평가하는 수법으로서 유효하다.

C

R

θ

δ = R θ (활동변위)

활동면

<해설그림 4.3.3> Newmark법 해석 개념도

Newmark법은 가정된 활동원호에 대해 정적안정계산(진도법)을 실시해 항복가속

도를 구해 활동토괴의 저항모멘트를 산정한다. 또한, 동적해석에서 활동토괴의 평

균가속도를 구하고 회전모멘트를 산정한 후 활동면에 따른 변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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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회전각(radian),  : 질량관성모멘트(ton·m2)

∆  : 회전모멘트 - 저항모멘트(tonf·m)

 : 활동변위량(m),  : 원호의 반경(m)

(라) Newmark 방식에 의한 댐 사면의 소성활동에 따른 댐마루의 침하량을 계산

하여 1.0 m 이내이면 지진 중 및 지진 후 댐은 저수기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 것은 필댐의 경우 콘크리트댐과 달리 홍수시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필요

한 여유고를 가진 댐높이에 1.0m를 추가적인 여유고로 하여 댐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댐높이가 1.0m 낮아지더라도 홍수 시 등에도 댐은 월류 및

이에 따른 세굴파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해설그림 4.3.4> 사면활동에 의한 댐체의 높이 저하 및 세굴파괴 모식도

필댐의 Newmark방식 소성변형해석은 지진중 사면활동 안전율이 1.0이하로 떨어

지는 순간들에서의 사면활동량의 누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면활동의 형

태를 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너무 깊은 또는 너무 얕은 형태의 사면활

동을 가정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면활동량을 검토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일

본의 국토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면활동형태를 Newmark방식 소성해석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사면활동을 가정한 Newmark방식 소성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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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3.5> 양호한 기초 상 필댐 활동면 설정 예

(상하류사면의 락존만 통과와 코아부도 통과 경우)

(마) 필댐의 동해석 시 기초지반이 양호한 암반인 경우 제체 저면을 강결하고 제

체만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사력지반이나 토사지반인 경우 기초지반을 포함

해서 모델링할 수 있다. 또한 토사댐의 경우 제체가 사질계열로 되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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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간극수압 상승에 따른 강도감소를 고려할 수 있는 유효응력해석법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댐의 축조해석 및 담수해석을 통해 제체의 초기응력상태를 계산하고 이를

동해석에 의한 응력과 합산하여 댐의 지진시 안전성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특히 제체나 기초지반이 토사로 이루어진 경우엔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댐체의 층별 축조기록이 필요하며 Duncan-Chang 방법등을

활용한 정적 비선형탄성변형해석을 위한 강성과 포아송비 계산을 위한 특성

계수(K, n, Rf, G, F, D)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댐들에서는 축조기록과 특

성계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여타 댐

값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해 부정확한 초기응력상태가 계산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 판단하여 축조해석 및 담수해석 수행여부

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 필댐의 발산감쇠정수

필댐의 해석시 질량을 가진 기초지반을 포함하기도 하며 이 경우 재료의 감

쇠외에 기초지반을 통한 발산감쇠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발산 감쇠를

정확히 어찌 설정해야 하는지는 연구중이다. 이 때문에 댐에서 지진시 관측된

실 응답파를 활용하여 해석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그런

기록이 없을 경우 유사한 형상과 해석조건을 가진 타댐에서의 해석사례를 참

조해 발산감쇠정수를 설정한다. 일본의 토사댐에서는 기초모델의 밑면과 측면

에 점성경계와 에너지전달경계를 설치한 경우도 있으며 이때, 기초가 암반인

경우 암반의 재료 감쇠를 5%로 하기도 한다. 기초를 모델링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락필 댐본체는 저면에서 강결된 것으로 하고 분산감쇠를 15%로 취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는 댐기초암반을 비질량모델로 형성한 후 5% 감쇠를

줘서 발산감쇠까지 고려하는 방법을 동적 등가선형해석시 사용하기도 했다.

(아) 필댐의 강도정수

필댐의 설계시는 록필재와 필터재 등 조립재의 강도를 겉보기 점착력과 마

찰각으로 정의한 후 점착력은 무시하고 마찰각만 취하는데 이는 아래그림에

서 처럼 댐의 구속압이 적은 표면에서는 실제 강도에 비해 과소하게 안전측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 64 -

이 된다.

<해설그림 4.3.6> 록필재와 필터재의 실제강도와 설계시 강도값

댐의 내진성능평가시 록필재와 필터재 등의 강도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면

일본 국토성의 사례를 참조하여 구속의존성을 고려한 아래의 식을 사용할 수

있다.

τf = Aσnb

여기서, τf : 전단강도, σn : 상정된 전단면에 수직한 유효응력, A와 b : 계수

또한 댐에 활동변형이 생긴다면 활동면상 강도는 피크강도를 넘어 변형연화

를 수반한 강도저하로 인해 잔류강도를 갖게 된다. 이때, 피크강도를 넘었다

고 해서 바로 활동균열이 생기면서 잔류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잔류강도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활동변형이 필요한데 조립재의 경우 아래

의 표를 참조하여 잔류강도에 도달할 수 있는 활동변형량 및 잔류강도를 계

산할 수 있다.

<참 조>

Newmark법에 의해 활동이 가정된 활동면의 길이와 그 면에서 계산된 활동

량을 안다면 자갈의 경우 전단변형율(활동 변위량/활동면 길이) 값이 약

4.85%보다 큰것이 확인되면 잔류강도값(자갈은 약 77%)을 사용할 수 있다.

전단변형율이 4.85%보다 큰 경우엔 감소된 강도값을 적용시킨 상태로 다시

계산을 실시하여 증대된 변형량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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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4.3.1> PSC 시험 목록

※ 상기에서 Hime와 Isomi는 자갈이며 여타는 모래임

코어재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연사면에 대한 비배수 강도비와 잔류활동

량의 예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연사면에 비해 댐체의 코어는 품질관리된

재료를 쓰므로 0.15m의 활동변형량까지는 피크강도를 사용하며 이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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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잔류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Newmark법에 의한 활동량이 0.15m 이상

인 경우엔 당초 강도값을 감소시킨 상태로 다시 계산을 실시하여 증대된 변

형량을 계산할 수 있다.

<해설그림 4.3.7> 자연사면의 비배수강도비와 활동량의 관계

<참 조>

상기 그래프에서 댐의 코어의 경우 잔류변형량 0.15m까지 피크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그래프상 강도비는 70%)된 것을 참조하여 잔류강도비를 30% 정도

인상된 값을 추정하는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

(자) 중심코아형 필댐이나 균일형 흙댐의 경우, 상류면에서 시작되어 하류면으로

의 활동 가능성이 있을 때 상류측에서의 활동면의 시점이 저수지 수위보다

낮은 경우 침투파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댐체에 설치된 필터의 폭이

사면활동량에 비해 충분히 큰지와 필터가 아래의 기준은 만족하는지를 검토

한다.

만일 기존 댐에서 필터재료에 대한 상세가 없을 때는 그간의 공용중 필터의

기능발현정도와 필터케이크형성에 따른 internal erosion에 대한 댐의 자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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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실시한다.

또한 수위저하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만수위부터 차수존내 활동시점까지 단기

간에 수위저하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엔 침투파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가능하다.

<해설표 4.3.2> 댐의 필터설치 기준

분류 세립분 함유율 A(%)
설계기준

(적절한 안전율을 포함하고 있음)

① 85~100  ≤ 

② 40~85  ≤ 

③ 0~15  ≤ 

④ 15~40  ≤   ×   

 : 필터재료의 15% 통과입경

 : 점토재료의 85% 통과입경

* 4.75mm체를 통과하는 량의 세립분(<0.075mm) 입자함유율 

<해설그림 4.3.8> 댐의 필터케이크 형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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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초지반과 댐체의 상호작용(SSI)을 고려하기 위해 기초지반을 모델링할 때

는 분산감쇠를 고려한 질량모델이나 점탄성모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댐의

경우 기초가 거의 없으므로 Kinematic interaction(기초구조물에 의한 지반지

진력감소 작용)은 적으며 Inertial interaction(댐체의 발생관성력에 의한 지반

지진력증가 작용)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때 radiation damping(기초지반의

방사감쇠)이 고려되어야 한다. 질량모델을 채택시 댐체높이 2배 정도의 지반

깊이를 취하고 댐체외부 지반폭은 상하류측으로 각각 댐의 바닥폭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SSI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설계기준 등은

없는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기존에 실제 지진을 겪었

던 댐에 대한 연구 등에서 사용한 SSI 사례에 유사하게 해석을 실시하는 것

이 권장된다.

(타) 필댐 제체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진 후 즉각적

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해설표 4.3.3> 필댐 제체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필 댐체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댐체 높이를 1m 낮추는 영구 활동 변형량 발생여부
지 진 후 지체파괴방지
가능 상태 활동면을 따른 침투파괴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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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콘크리트 댐 제체의 거동에 대한 동적 소성해석

콘크리트 댐 제체의 거동에 대한 동해석시 구조물의 동적 특성과 유체-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진 중과

지진 후의 콘크리트 댐 제체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댐 제체인 비월류부 및 특이단면부 (펜스탁이나 발전소, 엘리베이터, 여수

로 포함 단면부 등) 각각에 대해 2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함을 원

칙으로 하나 특이단면부의 경우 필요시 3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발생

되는 변형 및 응력의 상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댐 제체의 붕

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은 댐설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

며 여기서는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소성해석절차를 기술하였

다. 이때, 중요한 댐의 댐체는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

(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가. 동해석시 적용기준 및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댐체 단면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 지진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

진 후에 손상부에 대한 저수지수압의 작용으로 인해 지체파괴되지

않는지를 검토함으로서 “저수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가능최대지진(MCE)은 댐의 내진등급에 상관없이 4800년 지진위험지

도에서 취득하며 이때, 그 값이 행정구역계수를 사용한 값의 80%이

상이어야 한다.

3) 설계지반운동은 수평지반운동 뿐만 아니라 수직지반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직지반운동은 S1지반의 경우 수평지반운동의 0.77배이며

S2이하의 지반의 경우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정할 수 있다.

4) 지진하중은 시간이력하중을 적용한다. 시간이력하중은 댐 지역 인근

에서 발생된 지진 또는 인공지진을 활용하며, 3개의 시간이력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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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여 그중 최대응답값을 성능평가에 사용한다.

5) 상시만수위를 검토 수위로 하며 필요시 기타 낮은 수위 조건에서도

검토한다. 기초암반은 분산감쇠를 감안한 질량모델 및 점탄성모델,

비질량모델 등을 사용하되 충분한 해석범위를 취한다.

나. 댐에 대한 파괴역학에 근거한 동적소성해석을 실시하여 상하류면간

에 연속된 인장균열이나 이음부의 개방으로 인해 제체의 분리가 발

생되지 않는지 검토하며, 댐체의 압축파괴나 전단파괴를 일으킬만한

응력이 발생하는지 혹은 발생해도 국부적인 현상인지 검토한다. 만

일 제체를 분리하는 균열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면 분리된

제체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상세한 검토를 할 필요

가 있다.

다.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댐체의 각종 동적계수는 동적 시험 등을 통해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인장강도

는 압축강도의 1/10을 사용가능하며 Tension hardening curve는 1/4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파괴에너지 GF는 댐에 적합

한 값을 사용한다.

라. 발생된 균열이나 이음부의 열림에 저수지 물의 침투로 인해 제체의

분리현상이나 압축 또는 전단파괴를 일으킬만한 응력이 발생하는지

혹은 발생해도 국부적인 현상인지 검토한다. 이때, 저수지물에 의한

수압은 균열의 발생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시킨다.

마. 유체와 댐의 상호작용은 댐의 높이나 형상 등에 따라 Westergaard

등이 제안한 동수압을 사용하거나 유체요소 등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바. 콘크리트의 동적 탄성계수는 정적 탄성계수에 15%를 할증하여 적용

하며, 동적 포아슨비는 정적 포아슨비의 0.7배와 같다. 또한, 콘크리

트의 동적 전단탄성계수는 동적 포아슨비와 동적 탄성계수와의 관계

식으로 구하며, 감쇠비는 소성상태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적용

한다. 댐의 지반은 양호한 암반인 경우 지진 시 변형이 극히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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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지진재해도상 10,000년 재현지진력을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추정한 후 댐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외국의 댐 내진성능평가

와 동일한 수준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MCE하에서의 동적소성해석시 통상 수평지진력만을 사용하는데 이는 댐의

응답거동에 수평성분의 영향이 지배적이며 연직지진력을 고려해도 해석결과

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연직지진력을 적용할지는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른다. 이때, 평가대상 지진력이 직접 측정된 지진력이 아닌 경우엔 수평지

진력의 부호를 바꿔가며 적용한다.

(다) 파괴역학에 근거한 동적소성해석

파괴역학에 의한 재료의 손상평가는 Discrete crack model(DCM : fictitious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에서의 물성치 차이가 거의 없다.

사. 콘크리트 동적 전단강도는 정적 전단강도의 1.0배를 적용한다. 정적

인장강도는 정적 쪼갬 인장강도를 채택하며, 동적 인장강도는 정적

인장강도의 1.5배를 적용한다. 동적 압축강도는 정적 압축강도의

1.15배를 적용한다.

아. 유체-구조물-지반 상호작용 해석시 유체의 압축성, 구조물의 유연성

과 지반의 변형성을 고려한다. 이때, 보수성이 입증된다면 유체는 비

압축성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

자. 기초지반을 모델링할 경우 지반을 통한 지진파의 방사조건을 반영하며,

토사 지반매질의 변형도 의존 특성을 고려한다. 방사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엔 해석모델의 감쇠를 적절히 크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차. 여수로 피어 및 부대시설물의 응답은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법을 사용하며, 입력지진운동에는 댐의 지진응답값을 고려

한다.

카.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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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model 등)이나 Smeared crack model(SCM : crack band model 등)을

사용하는데 DCM의 경우 균열발생위치가 사전에 결정되어 조인트요소를 그

위치에 삽입해야 하거나 해석 중 균열발생형태에 따라 삽입해야 하는데 이

는 균열의 위치를 사전에 알기도 어렵고 해석 중 모델링을 수시로 바꾸어야

하는 등 동력학적 소성해석 시 적용키는 어렵다. SCM은 요소자체에 균열발

생전후의 특성을 부여한 것으로 균열발생후도 요소가 연속체로서 거동하기

때문에 초기모델링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균열의 발생이

구조물의 응력 및 거시적 변형상태에 주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하나 균열의

발생형태, 폭 등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댐의 경우 균열의 발달위치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SCM을 주로 사용하며 균열의 발생을 좀 더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 DCM을 SCM에 도입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균열이 발생된 요소를 fictitious crack과 탄성영역으로 합산하여 구성하

며 이 경우 요소치수로서 Equivalent length(균열대 폭)가 중요하며 이것이

Characteristic length 보다 작아야 Snap back 현상(균열면을 가로지르는 인

장내력이 인장강도이후 감소함에 따라 균열폭도 감소하는 현상)이 없이 계

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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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길이 개념 콘크리트 인장모델 1/4모델

<해설그림 4.3.9> 등가 길이의 정의

댐에서의 동적 소성해석시 요소는 통상 정삼각형요소를 사용하며 이 경우 정

삼각형의 요소의 한변×sin60의 길이가 Equivalent length가 되며 이 값이

Characteristic length(EGF/ft2)보다 작도록 요소의 규모를 결정한다.

Equivalent length를 준수할 경우 요소수가 많아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Tension stiffening(strain softening) curve를 이중 직선이 아닌 단일직선으

로 가정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이 경우 인장강도와 GF에 대한 적절한 감소가

필요하다.

인장강도(ft)이후 콘크리트 인장모델은 원점지향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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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댐에 대한 GF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며 안전을 위해 정적압축강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GF = (0.79dmax + 80)×(fc/10)0.7 (N/m)

여기서, dmax : 조골재 최대치수(mm)

fc : 콘크리트압축강도(N/mm2)

<해설그림 4.3.10.> 인장응력과

균열과의 관계

<해설그림 4.3.11> Tension

stiffening curve의 영향

(라) 콘크리트댐의 감쇠정수

콘크리트댐의 해석시 기초지반을 포함하기도 하며 이 경우 제체와 기초지반

의 감쇠정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료의 감쇠외에 기초지반을 통한 발

산감쇠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들 감쇠를 정확히 어찌 설정해야 하

는지는 연구중이며 이들 감쇠정수는 기초지반포함여부, 기초지반외측에 에너

지 발산경계를 고려하는지 여부, 댐의 3차원해석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이

때문에 댐에서 지진시 관측된 실 응답파를 활용하여 해석조건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그런 기록이 없을 경우 유사한 형상과 해석조건

을 가진 타댐에서의 해석사례를 참조해 감쇠정수를 설정한다. 일본의 댐에서

는 질량있는 기초암반의 밑면과 측면에 dashpot을 설치후 댐본체는 5∼10%,

기초암반은 2∼5%를 취한 사례도 있고, 기초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댐 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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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정경계로 하여 댐본체를 15%로 취한 사례도 있다. 댐본체만을 모델링

한 경우 기초암반과 함께 모델링한 경우보다 안전측에서 검토된다.

동적 비선형해석시 재료감쇠로 Rayleigh감쇠를 사용하는데 댐에서 균열이 진

행되면 강성이 저하하기 때문에 균열의 발생 및 발전상태를 자세히 추적하

기 위해서 순간순간 변하는 강성메트릭스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 경우 질량

메트릭스로 인해 저진동수에서 감쇠가 증대해 균열부근에서 응력의 해방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질량메트릭스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C(t)] = a[M] + b[K(t)]

여기서 [C(t)] : 감쇠메트릭스

[M] : 질량메트릭스

[K(t)] : 순간강성메트릭스

a, b : 메트릭스 정수

기초지반을 포함한 경우 기초지반의 메스를 고려하고 기초지반은 탄성거동을

가정후 기초의 밑에 Dashpot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자유경계를 설정후

Dashpot를 설치하여 분산감쇠를 고려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댐기초암반을 비질량모델로 형성한 후 댐체에 5% 감쇠를 줘서

발산감쇠까지 고려하는 방법을 동적 탄성해석시 사용하기도 했다.

(마) 압축 및 전단파괴에 대한 검토

콘크리트의 압축파괴를 검토하기 위해 발생되는 압축응력을 압축강도와 비

교하며 전단파괴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댐 저면에서의 각 지점별 최소국부

전단마찰안전율을 검토한다. 이 경우 국부전단안전율이 1.0이하인 구역이 일

부 있어도 지속시간이 짧으면 제체안전에 문제없다고 판단 가능하다. 양압력

은 댐의 전단파괴에 기여토록 한다.


′ 국소전단마찰안전율
  전단면에작용하는전단력
  전단면의전단강도
  전단마찰계수
  전단면에작용하는수직응력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 76 -

(바) 콘크리트댐의 내진안전성평가

콘크리트 댐은 통상 댐 제체내에 여수로 및 발전용 취수구조물 등이 삽입된

형태로 설치된다. 즉, 댐 제체인 비월류부내에 여수로인 월류부 및 취수블럭

등이 삽입되어 일체구조물로서 설치된다. 따라서 콘크리트댐의 내진성능 평

가 시에는 비월류부 뿐만 아니라 특이단면부에 대해 모두 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안전성이 적은 시설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댐의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여수로 피어부, 공도교 등 댐축방향의 지진력에 영향을 받는

부재는 댐축방향의 지진력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방법은

여수로에 대한 검토방법을 참조한다.

(사) 기초암반과 댐체의 상호작용(SSI)

기초암반과 댐체의 상호작용(SSI)을 고려하기 위해 기초암반을 모델링할 때

는 분산감쇠를 고려한 질량모델이나 점탄성모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댐의

경우 기초가 거의 없으므로 Kinematic interaction(기초구조물에 의한 지반지

진력감소 작용)은 적으며 Inertial interaction(댐체의 발생관성력에 의한 지반

지진력증가 작용)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때 radiation damping(기초암반의

방사감쇠)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그간 비질량모델을 채택시 댐체높

이 정도의 암반깊이를 취하고 댐체외부 암반폭도 이에 준해 왔다. 외국에서

질량모델을 채택시 댐체높이 2배 정도의 암반깊이를 취하고 댐체외부 암반

폭은 상하류측으로 각 댐체높이 3배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기초모델을 채택시 이에 준할 수 있다.

(아) 저수지 물과 댐체의 상호작용(FSI)

저수지 물과 댐체의 상호작용(FSI)을 고려하기 위해 저수지 물을 모델링할

때는 Weestergard 공식 등에 의한 부가질량을 사용하거나 유체모델을 사용

한다. 그런데 필댐의 경우 이러한 FSI의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통상 고려하

지 않으며 콘크리트댐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콘크리트댐 제체가 가능최대지진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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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4.3.4> 콘크리트댐 댐체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콘크리트 댐체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댐체 저면을 상하류방향으로 관통하는
균열발생 여부

지 진 후 지체파
괴방지 가능 상태

발생된 균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붕괴유발 손상발생여부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 78 -

제 5 장 여수로 내진성능 상세평가

5.1 일반사항

여수로의 형식은 콘크리트댐의 월류부로 사용되는 여수로와 필댐의 양

안부에 설치되어 있는 월류부용 여수로가 대표적이다. 콘크리트댐 여수로

와 필댐 여수로는 양안부구조물, 피어구조물, 수문, 권양기, 조작반, 비상

발전기, 공도교/권양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댐 여수로는 양안부구

조물이 필댐체와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필댐의 경우 여수로가 양안

부 구조물과 월류웨어로만 형성된 경우도 있다.

본 장에서는 여수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중 수문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수문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별도 장

에서 규정하였다. 콘크리트댐의 월류부로 사용되는 여수로에 대한 내진성

능평가는 콘크리트댐 편을 사용하며 단지 댐축방향지진력 작용시 피어부

위의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본 장을 사용한다.

여수로의 내진성능평가는 콘크리트댐의 월류부구조물에 준하여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피어부/웨어부는 상하류방향의 지진력에 대해, 양안부구

조물은 댐축방향 지진력에 대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한다. 피어부구조물은

피어의 댐축방향 지진력에 대한 내하력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철근상세, 기전설비 앵커의 규격상세, 토질정수 등이 보전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조

사로도 그 물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여타 댐의 유사한 구조물

의 도면 등을 참조하고 전문가자문을 통해 필요한 물성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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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여수로 내진성능 평가절차

5.2.1 일 반

5.2.2 1단계 평가

여수로 구조물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정성 및 내하력의 검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계산 등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 후 기능성 검토

여수로구조물은 콘크리트댐의 월류부구조물에 준하여 상세 1단계 평가

를 실시하며 만일 1단계 평가에서 불안정으로 평가되면 상세 2단계 평가

를 실시한다. 여수로에 대한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은 댐

설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며 중요한 댐의 구조물은 가능최대지진하

에서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양

안부 및 피어 구조물의 지진시 안정성(전도, 활동, 지반지지력)이 1단계

평가를 통해 확인된 경우엔 여수로 피어부재에 대한 동적소성해석만을 실

시후 여수로의 “저수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양안부 및 피어 구조물은 지진시 안정성(전도, 활동, 지반지지력)을 콘크

리트댐의 기준을 준용하여 확인 후 피어 부재의 내하력을 검토한다. 단,

양안부 구조물이 필댐체와 만나는 경우 접촉부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댐설계기준의 복합댐 접속부 설계조항 등을 참조한다. 양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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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진시 토압은 모노노베-오카베 공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옹벽의 배면

이 수직이고 뒤채움 지반이 수평이면서 단단히 다져진 경우 다음 식으로 약산 가

능하다.

  ′ 식(5.1)

여기서,  : 깊이 x(m)에서의 지진시 주동토압 강도(kN/m2)

 : 지진시 주동토압계수

′ : 지진시 지표 재하하중 (kN/m2), 활하중은 제외

 :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3)

가. 배면이 흙과 콘크리트인 경우

모래 및 모래자갈    

사질토    

나. 배면이 흙과 흙인 경우

모래 및 모래자갈    

사질토    

여기서,  : 수평지진계수

구조물이 양안의 암반사면을 만나는 경우 접촉부의 접합강도 등을 안정성

계산시 고려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과 강도감소계

수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KDS 14 20 90)를 따른다.

상기의 하중조합 하에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휨외력과 전단

외력이 휨 및 전단에 대한 강도이하인 지를 확인한다. 만일 구조물의 각

부재에서 충분한 내하력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2차로 동적해석

을 활용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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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1)은 지하수위 상부의 흙을 대상으로 하며, 지하수위 하부의 흙에 의한 지진

시 토압은 식(5.2)에 의한 수중의 겉보기 수평진도를 산출하여 식(5.1)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 ·′

·′ ··′
× 식(5.2)

여기서, 
′ : 수중의 겉보기 수평진도

 : 지하수위 상부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3)

′ : 지하수위 하부 흙의 수중단위체적중량 (kN/m3)

 : 물의 단위체적중량 (kN/m3)

 : 지하수위 상부의 토층 두께 (m)

 : 지하수위 하부의 토층 두께(m)

′ : 지진시 지표면 재하하중 (kN/m2)

 : 지반면 수평지진계수

지진 시 수동토압은 필요시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2018, 해수부) 값을 취할 수 있다.

구조물의 한쪽면에서 지진시 주동토압을 받는 경우 구조물의 반대쪽면에 토사가

있으면 토사를 지반압축스프링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떄 필요한 지반스프링값

은 도로교설계기준해설(2008, 대한토목학회)를 참조한다.

5.2.3 2단계 평가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지진 해석 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

가기준(KDS 14 20 90)를 따르되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KDS 14 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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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동적소성해석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작성된 “水力発

電設備の耐震性能照査マニュアル” [日本経済産業省 原子力 安全保安院, 2012]의

경우 평균응력-평균변형율 기법 등을 활용한 소성해석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 평균응력-평균변형율 기법 등을 활용한 소성해석기법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비선형해석의 한가지 방법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의 평균적

인 일체로서의 거동을 항복점이후까지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해석방법을 평균응

력-평균변형율 기법이라 한다.

이 기법에서 철근콘크리트 압축특성은 콘크리트압축강도그래프로 나타낸다(鐵筋

コンクリ―ト終局强度設計に關.する資料, 日本建築學會, 昭和62 등)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과 콘크리트구조기준해설(2017, 콘크리트학

회)을 취하며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계수는 5%만큼 감소시킨다.

이때, 적용할 강도감소계수는 아래와 같다.

- 인장 1.0, 압축 0.8,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8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

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

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

람직하다.

한편,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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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5.2.1> 콘크리트 압축강도 그래프

콘크리트압축응력은 압축강도이후 strain softening현상을 보이며 강성잔류율 K

를 가진다.

<해설그림 5.2.2> 단순화 된 콘크리트의 이력 모델


′  

′  
′  ≥ 

 

′


′

  exp 

′
max′

 exp 

′
max′




′  max′  

′  exp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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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 

′ 

′  압축강도에대한변형률 일반적으로 로해도무방

max′  기존의압축변형률의최대값

′  소성변형률
 탄성강성잔존율

철근콘크리트 인장특성은 콘크리트가 인장강도이후에도 강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아 철근만의 인장강도보다 높은 철근콘크리트로서의 인장강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을 철근과 콘크리트의 평균변형량 곡선으로 고려함으로서 실제 철근콘크리트의

비선형 인장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해설그림 5.2.3>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모델

이를 위해 콘크리트와 철근의 인장영역에서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은 아래와 같

이 적용한다.

<해설그림 5.2.4> 콘크리트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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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5.2.5> 철근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

이때, 콘크리트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에서 은 0.0001, 은 0.0002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성잔류율 K를   

 로 취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인장강도는

0.23fck2/3(N/mm2)을 취한다. C는 이형철근 사용 시 0.4를 취한다.

철근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에서 철근만의 Straining harding점의 변형율을 결정

후(예 : SD30은 2% 변형율) 평균응력-평균변형율상 철근의 항복후 Straining

harding 직선을 0.01Es(철근탄성계수)의 경사를 가지도록 취하면 평균응력-평균변

형율상 철근의 항복응력과 항복변형율을 알수 있다. 강성잔류율 K를 1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동적 소성해석후 댐의 “비상대처기능” 및 “홍수방어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문의 가동성을 확인해야 한다.

- 게이트가동성 판단 기준

게이트 가동성은 수문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댐 수문의 대표적인 롤러게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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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얼게이트의 가동성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여타 수문의 가동성은 이를 참

조하여 적절히 기준을 적용한다.

<해설표 5.2.1> 수문의 형태에 따른 게이트 가동성 판단 기준

검토항목 롤러게이트 레디얼게이트

지진 중 피어와 충돌에 의한

손상
피어변형량≦허용변형량 피어변형량≦허용변형량

지진 후 가동성

피어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피어 변형량≦허용변형량

피어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피어 변형량≦허용변형량

① 롤러 게이트

롤러게이트는 문틀에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며 지진중 게이트가 언주와 충돌

하지 않토록 지진중 언주의 최대변형량이 롤러의 여유폭이내에서 발생되는지 확인

한다. 이를 위해 지진중 발생하는 언주의 상하류 방향 및 댐 축방향 최대변형량이

롤러의 여유폭 이내인지 확인한다

.

<해설그림 5.2.6> 롤러게이트의 댐축방향 및 상하류방향 가동범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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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진 후 게이트가 문틀내에서 원할히 작동해야 홍수 등에 대처할 수 있음으

로 작동가능성을 판단한다. 롤러게이트의 지진후 즉시 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문

주의 허용변형각은 아래와 같다. 지진후 문주에 생긴 상하류방향 및 댐축방향 잔

류변형으로 인한 변형각이 허용변형각 이내인지와 잔류변형량이 롤러의 여유폭이

내 인지를 확인한다.

 cos





  롤러간격또는 문비높이
  롤러직경또는 문비두께
  문틀폭

 cos
  

 



  수문높이
  수문폭또는 사이드롤러간격
  기둥사이의 문틀의 폭

<해설그림 5.2.7> 지진시

허용변형각(o) (상하류방향)

<해설그림 5.2.8> 지진시

허용변형각(o) (댐축방향)

롤러게이트의 지진 후 보수 후 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언주 또는 문주의 허용변

형량은 언주 또는 문주 높이의 1/100이내여야 한다. 지진 후 언주 또는 문주에 생

긴 잔류변형량이 허용변형량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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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레디얼 게이트

레디얼게이트는 문틀이 없는 상태이며 지진중 게이트가 언주와 충돌하지 않토록

언주의 사이드롤러위치에서의 지진중 최대변형이 사이드롤러의 여유폭이내에서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진중 발생하는 언주의 댐축방향 최대변형량이

사이드롤러의 여유폭 이내인지 확인한다.

<해설그림 5.2.9> 사이드롤러 여유폭

지진 후 게이트가 원활히 작동해야 홍수 등에 대처할 수 있음으로 지진 후 게이

트의 작동가능성을 판단한다. 레디얼게이트의 지진 후 즉시 사용성을 담보하기 위

한 언주의 허용변형각은 잔류변형이 사이드롤러의 여유폭과 같다고 가정하여 구

한다. 지진 후 언주에 생긴 댐축방향 잔류변형으로 인한 변형각이 허용변형각 이

내인지와 잔류변형량이 롤러의 여유폭 이내 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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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5.2.10> 허용변위 및 허용변형각 계산 위치 예

레디얼게이트의 지진 후 보수 후 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언주의 허용변형량은

언주높이의 1/100여야 한다. 지진 후 언주에 생긴 잔류변형량이 허용변형량 이내

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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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공도교/권양교와 권양기, 조작반, 비상발전기

공도교/권양교의 내진성능평가는 받침에 대한 평가와 발생변위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며 외국의 경우 공도교/권양교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낙교

방지를 위한 발생변위검토만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붕괴방지수준 지진

력 또는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발생변위(낙교 및 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만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다.

권양기, 조작반, 비상발전기는 기기자체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

고 이들 설비를 여수로구조물 등에 고정시키는 앵커의 내하력만을 검토한

다. 지진시 이들 설비는 전도와 활동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1차

평가시엔 댐체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의 1∼2배 지진력에 의한 앵커의 응

력과 허용응력을 비교하며, 2차평가시엔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또는 MCE

지진력 작용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에 의한 앵커의 응력과 허용강도를 비

교한다. 권양기무게중심에 지진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앵커에 발생하

는 인장력과 전단력을 구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이하인 것을

조사한다. 허용전단력은 허용축인장력의 

 배를 적용할 수 있다. 압축력

은 콘크리트와 앵커가 분담하므로 별도 계산하지 않는다.

해설

외국의 경우 앵커주변 콘크리트의 강도는 별도 고려하지 않는다. 단, 부착력만에

의해 축인장력을 발휘하는 경우엔 콘크리트부착강도(
)을 고려한다.

받침부의 내진성능평가를 원하면 공도교/권양교에 대한 정역학적 평가인 1단계

평가에선 필댐 여수로의 공도교는 댐체 지진력을 적용하며, 콘크리트 중력식댐 댐

마루에 위치한 공도교/권양교는 댐 내진설계기준(KDS 54 17 00)에 따라 댐체 지진

력의 2배 지진력을 작용하며, 동역학적 평가인 2단계 평가에선 작용지진력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발생변위검토를 위한 피어의 거동계산시엔 1단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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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댐체지진력을 적용하며 2단계 평가에선 작용지진력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권양기에 작용하는 지진력과 이로 인한 앵커력은 아래와 같이 고려할 수 있다.

<해설그림 5.2.11> 권양기에 작용하는 지진력과 이로 인한 앵커력

5.2.5 여수로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여수로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진 후 즉각

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작용력 ≦ 허용 내력

혹은 발생 변형 ≦ 허용 변형

지진후 게이트가 개폐 가능한
상태

피어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변형량≦허용변형량

설

비

수문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주요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2배
보조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10배

권양기,

조작반,

비상발전기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앵커 작용력 ≦ 허용 내력

공도교

/권양교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피어 변형량 ≦ 받침지지길이/2

피어 변형량 ≦ 여유간격-온도변화량

<표 5.2.1> 여수로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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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수문 내진성능 상세평가

6.1 일반사항

댐의 수문은 보통 레디얼게이트나 롤러게이트를 사용하며 이들 수문의

지진시 거동은 이들 수문이 지지되는 여수로구조물의 거동에 지배된다.

이들 수문은 댐 제체의 일부로서 “저수기능”, “비상대처기능”과 “홍수방어

기능”을 가지는 댐의 안전에 중요한 시설이다.

롤러게이트 및 레디얼게이트의 형상은 <그림 6.1.1>에 나타내었다. 레디

얼게이트는 모든 하중이 트러니언과 앵커리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트러니

언과 앵커리지의 내진성능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3

(a) 롤러게이트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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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디얼게이트의 문비

(c) 레디얼게이트의 앵커리지

(d) 레디얼게이트의 트리니언

<그림 6.1.1> 게이트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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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문 내진성능 평가절차

6.2.1 일 반

수문에 대한 설계 시 상시만수위(지진하중 적용), Surcharge수위(지진하

중의 절반 적용), 홍수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 검토 후 단면을 결정한다.

이때, 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경우 강재의 허용응력을 50% 상승시켜서 검

토한다. 이에 따라 수문에 작용하는 수평력은 일반적으로 설계홍수위시가

상시만수위 혹은 Surcharge수위에 대하여 지진하중을 적용한 경우보다

더 위험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존 수문의 경우 홍수위에 대한 설계가

확인되면 상세 1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지진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한 댐 등에 설치되어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

이 필수적인 구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 하에

서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세 1단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댐의 부

대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방안 수립 연구(한국시설안전공단, 201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시설물의 물성확인 등은 여수로를 준용한다.

수문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여수로 구조물의 소성해석

2. 여수로 구조물의 수문 고정부에서의 응답가속도 측정

3. 응답가속도를 활용한 수문의 동적소성해석

4.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발생력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 후 기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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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2단계 평가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

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

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동적 소성해석 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아래와 같은 소성해석기법을 사용 가능하다.

1. 롤러게이트의 경우

가. 보강재에 대한 휨인장 및 압축, 전단 검토

나. 보강재에 대한 국부좌굴검토(휨압축 플랜지 부재)

다. Skin plate를 포함한 전체 부재에 대한 Von Mises응력을 검토. Von

Mises응력으로 인한 총 변형율이 항복변형율의 2배(주요부재), 10배

(보조부재) 이내 인지 검토. 이때, 항복응력 이후의 변형율 계산에는

에너지일정법칙을 적용한다.

라. 모델링하지 않는 부재의 검토

(1) 롤러, 롤러베어링, 롤러축

(2) 문틀(주변 콘크리트의 지압 및 전단응력, 롤러레일 웹의 전단 및

지압응력, 롤러레일 저면 플랜지의 휨응력)

마) 수밀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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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기의 절차 수행 시 “水力発電設備の耐震性能照査マニュアル” [日本経済産業省

原子力 安全保安院, 2012], 大規模地震に對するダム耐震性能照査に關する資料[國土

<그림 6.2.1> 항복응력 이후의 변형률 계산 예

2. 레디얼게이트의 경우

가. 휨인장 및 압축, 전단 검토

나. Arm 및 Truss 부재에 대한 축압축 및 인장 검토. Arm의 강축은

전체길이를 취하고 약축은 지지점들 길이로 분절하여 축압축(전체좌

굴) 강도계산

다. Skin plate를 포함한 전체부재에 대한 Von Mises응력을 검토. Von

Mises응력으로 인한 총 변형율이 항복변형율의 2배(주요부재), 10배

(보조부재)이내인지 검토. 이때, 항복응력이후의 변형율계산에는 에

너지일정법칙을 적용한다.

마. 휨압축플랜지, Arm 및 Truss 부재에 대한 국부좌굴 검토

바. 트리니언에 대한 검토(부쉬, 쓰러스트워셔, 트리니언핀)

사. 앵커거더에 대한 검토

아. 앵커Frame에 대한 검토(축방향력, 부착응력, 콘크리트전단응력 및 지

압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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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省 國土技術定策綜合硏究所, 2005], ダム·堰施設技術基準[ダム·堰施設技術協會,

1999 및 2011] 및 水門鐵管技術基準[水門鐵管協會, 2007]의 참조가 필요하다. 강재

에 대한 지진해석시 허용되는 응력은 1.5배를 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Von Mises응력으로 인한 총 변형율이 항복

변형율의 2배(주요부재), 10배(보조부재) 이내 인지 검토하는 기준은 “水力発電設

備の耐震性能照査マニュアル” [日本経済産業省 原子力 安全保安院, 2012]에서 제

시되었다.

6.2.3 앵커리지 상세

수문의 앵커리지는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그림 6.2.2> 앵커리지 각형식의 개념도

1. PC앵커리지의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는 것으로 한다.



가. PC강재의 허용응력은 지진시의 할증을 하지 않을 것.

나. 도입력은 콘크리트의 탄성변화, 크립(Creep), 건조수축, PC강재의 릴

랙세이션(Relaxation)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다.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콘크리트 강도는 충분할 것.

라. PC강재의 방청에 충분히 배려할 것.

2. PC 앵커리지의 구조적 검토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PC앵커리지에서는 PC강재와 지지거더의 접합부가 대기 중에 노출

되는 경우가 많아 부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PC강재의 허용응력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보다 낮게 정한다.

나. PC강재의 길이는, PC강재의 인장력에 의해 콘크리트가 전단파괴를 일

으키지 않는 길이로 한다. 콘크리트의 유효 전단면은, 일반적으로 2면

을 생각한다. 또한, 응력분산을 위해 개별적인 PC강재의 길이를 변화

시켜서 적용한다.

다. 정착부는 콘크리트에 생기는 인장응력에 대해서, 또 응력 분산을 위

해 라멘형태, U자 형태, 격자 형태의 철근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한

다.

라. PC강재를 지지하기 위해 긴장 후, 시스 내는 PC그라우트로 충분히

충진하여 피어 콘크리트와 일체화 한다. 긴장부에서 공기 중에 노출

된 부분은 방청재료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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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수로터널 내진성능 상세평가

7.1 일반사항

해설

터널의 지진시 거동 및 내진설계에 관한 각종 기준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日本土木学会(2016) “トンネル標準示方書”

산악터널은 주변산지와 일체로 거동하므로 지표구조물에 비해 지진의 영향이 적

고 내진성이 풍부하며 따라서 건전한 터널은 지진피해를 받은 경우는 적다. 그간

의 피해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1. 터널의 토피가 적으면서 단단하지 않은 지중에 설치된 경우

- 토피가 적은 터널 입구부는 사면붕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터널이 지질불량구간에 설치된 경우

댐에서의 수로터널은 가배수로터널을 활용한 또는 별도 건설된 용수공

급용 도수터널과 최근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터널식 보

조여수로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수로터널은 수로터널 입구부구조물,

굴착터널, 조압수조, 출구부 구조물로 구성되며 일부 구간이 압력관, 개착

터널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입구부구조물은 취수탑과 일체화되는 경우

도 있으며 출구부구조물은 발전소와 일체화되는 경우도 있다.

해외와 국내에서 댐의 수로터널에 대한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하

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참고할 만한 설계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굴착(개착)터널은 교통터널, 공동구 등의 설계기준과

상수도 수로터널에 대한 내진평가요령을 참조할 수 있으며 압력관은 상수

도관로 내진평가요령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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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이 활성단층과 교차하는 경우

<해설그림 7.1.1> 산악터널의 지진피해 형태

그러나 산악터널은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어도 내진검토를 하는 사례는 적다. 다

만, 터널의 상황을 고려하여 내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토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 (사)한국터널공학회 (2009) “터널설계기준해설서”

터널의 내진설계 대상지역 및 구조물은 아래와 같다.

1. 지반이 취약한 터널의 갱구부 및 주요접속부

2. 대규모 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구간

3. 천층터널 및 비대칭 지형구간

4. 액상화가 우려되는 연약지반내 터널구간 등

◦ 経済産業省 原子力 安全保安院(2012) “水力発電設備の耐震性能照査マニュアル”

수로터널의 구조물중 입출구 구조물, 조압수조, 압력강관 등만을 내진평가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굴착터널은 제외하고 있다.

상기의 기준들에 근거하여 댐의 수로터널을 구성하는 구조물들의 내진검토 필요

성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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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압력강관은 지표구조물로 터널 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 댐의 굴착터널은 심층터널로 건전한 암반을 통과하므로 대규모 활성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구간이 없으면 지진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 갱구부도 건전한

암반을 통과하면 갱구부 인근 사면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지진피해

가능성은 적다.

그러므로 댐의 수로터널이 대규모 활성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구간이 없는 건전한

암반을 통과하면 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압력강관을 우선 내진평

가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터널이 전술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굴

착터널에 대한 내진검토를 실시하며 본 요령 및 여타 관련기준을 참조하여 적절

히 실시한다. 또한 개착터널 및 압력강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는 공동구 등의

설계기준과 상수도관로 내진평가요령을 참조하여 적절히 실시한다. 한편, 기존 시

설물의 물성확인 및 하중조합과 강도감소계수는 여수로를 준용한다.

7.2 수로터널의 구조물 내진성능 평가절차

7.2.1 일 반

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등의 수로터널 구조물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전성의 검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 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후 기능성 검토

수로터널 구조물(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등)은 상세 1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만일 상세 1단계 평가에서 불안정으로 평가되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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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단, 중요한 댐 등에 설치되어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조물들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동적 소성해석 평

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등은 지진시 안정성(전도, 활동,

지반지지력)을 확인 후 각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터널구조물 등

과 일체화되어 있고 구조물의 상당부분이 지중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도 및 활동. 지반파괴는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안전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유사정적해석 시 지진력은 수평지진력 만을 수류방향과 수류직각방향에

대해 각각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조물의 지하부가 터널과 일체화

되어 있으면서 지중에 설치된 경우 지하부의 경우 수류직각방향에 대해서

만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원형구조로서 축대칭인 구조물도 수평 1개 방향

으로 만 지진력을 고려한다.

구조물이 물과 접하는 부위는 지진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모든 면에서

동수압이 발생되며 원형단면의 경우 동수압 산정식은 “상수도시설 내진설

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 환경부)”를 참조한다. 단, 동수압은 지중

토사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조압수조는 평시 운영시의 수위조건하에서 동수압 등을 작용시키며 지

진과 서지가 동시에 발생한 확률은 낮기 때문에 서지발생시의 수위를 고

려할 필요는 없다. 조압수조의 내진성능평가 시에 가장 엄격한 수위는 발

전 정지 중의 저수지 만수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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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구조물의 상당부분이 지중에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유사정적

해석 시 진도법 또는 응답변위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진도법 적용 구조물 예시
진도법 또는 응답변위법

적용 구조물 예시

응답변위법 적용 구조물

예시

지중 구조물

지상 탱크

지중 구조물

쉴드, 공동구 등

기립형

지상 구조물 지중 구조물

<해설그림 7.2.1> 구조물의 지중 매입깊이 및 형상에 따른 유사정적해석법 적용

조압수조와 같이 원형단면을 가진 구조물의 내하력평가는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 환경부)”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한편, 연직동수압은 물무게에 지진계수를 곱한 값으로 하며 지진 시 토

압은 여수로 편을 참조한다.

상기의 조건 하에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각 부재의 휨외력과 전단외력

이 휨 및 전단에 대한 강도이하인 지를 확인한다. 만일 구조물의 각 부

재에서 충분한 내하력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2차로 동적해석

을 활용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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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들 수로터널 구조물에 수문, 권양기, 조작반 등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이 설

치되어 있으면 이들에 대한 지진시 안전성도 확인하여야 하며 여수로 등에서 사

용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사각형단면을 가진 구조물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다음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자유수면을 가진 사각수조

① Westergaard의 보정식

  



· 식(7.1)

여기서,

  수심에서지진시동수압강도 

  물의단위중량 

 수평진도
  수조의수심
 수조의폭과수심의비에의한보정계수표참조

<해설표 7.2.1> Westergaard의 보정식에
의한 동수압 분포 β

B/H β

0.5 0.397
1.0 0.670
1.5 0.835
2.0 0.921
3.0 0.983
4.0 0.996
∞ 1.000

<해설그림 7.2.2> 동수압 분포도

② Housner의 근사식



 




t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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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수심 z의 지진시 동수압강도()

 : 수조폭의 1/2(m)

기타 기호는 식(7.1)과 동일하다.

2) 자유수면이 없는 사각수조

 · ·




 : 1벽면 단위면적당 동수압

=수압면적×

가상질량·의




따라서 중간벽은 전후에  ·





 의 동수압을 받는다.

기타 기호는 식(7.1)과 동일하다.

자유수면이 없는 사각수조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다음 그림에 표시하였다.

<해설그림 7.2.3> 동수압 분포도(자유액면없는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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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2단계 평가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여수로 등에서 사용하는 소성해석기법을 활용한다.

이때, 이들 구조물에 수문, 권양기, 조작반 등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이 설

치되어 있으면 이들에 대한 지진시 안전성도 확인하여야 하며 여수로 등

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이때, 이들 구조물에는 수평2축과 수직1축의 3개 방향의 지진력이 작용

할 수 있으며 터널 등에 의해 변형이 제한된 상태 등을 감안하여 작용하

는 지진력의 숫자 및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탄성변형량 등을 감안

하여 결정된 1개지진력에 대한 소성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적 소성해석 후 구조물이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

으며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

준은 아래와 같다.



제7장  수로터널 내진성능 상세평가

- 107 -

7.3 수로터널의 굴착터널 내진성능 평가절차

7.3.1 일 반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작용력 ≦ 허용 내력

혹은 발생 변형 ≦ 허용 변형

지진 후 게이트가 개폐 가능한
상태

피어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변형량≦허용변형량

설

비

수문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주요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2배
보조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10배

권양기,

조작반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앵커 작용력 ≦ 허용 내력

<표 7.2.1> 수로터널의 구조물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수로터널 중 굴착터널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수행한

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전성의 검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후 기능성 검토

수로터널의 굴착터널은 1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만일 1차 평가에서 불안

정으로 평가되면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단, 중요한 댐 등에 설치되어 지

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조물들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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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1단계 평가

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로터널은 일반적으로 터널 내부를 무압력 터널로 해석하나, 외수압과

내수압의 변화가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압변화를 고려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굴착터널은 주위가 지반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발산감쇠가 크고 관성력

에 의해 지반 속에서 자유롭게 진동하지 않으며 지반의 변위에 추종한 움

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터널에 생기는 관성력에 의한 영향보다도 주변지

반의 상대변위에 지배된다. 따라서 응답변위법을 사용하여 지진 시에 생

기는 지반변위를 구조물에 강제적으로 부가하여 터널라이닝의 응력을 산

정한다.

굴착터널은 일반적으로 연속체 수치해석을 실시한다. 지반 요소는 터널

과 완벽하게 부착되었다고 가정하며 일차원지반응답해석(SHAKE 등 활

용)에서 계산된 변위를 측면경계와 상부에 강제적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

한 터널라이닝의 응력 또는 변형량을 계산한다. 연속체 수치해석은 구성

모형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응답변위법의 적

용 시는 선형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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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1> 응답변위법 해석 순서도 및 종류

굴착터널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활성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구간이 없으

면 갱구부 단면이 가장 취약하므로 이들 단면을 해석하게 되며 이들 단면

은 대개 철근콘크리트로 라이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라이닝에 대한

구조해석 후 라이닝의 응력 또는 내하력을 계산하여 허용강도 또는 내하

력 이내인지 확인하게 된다. 이때, 지진력은 수류직각방향으로 작용한다.

라이닝의 내진성능 평가시, 터널설계 기준(KDS 27 00 00), 터널 라이닝

(KDS 27 40 05)을 따른다. 단, 무근콘크리트 라이닝의 응력검토시 아래와

같은 휨응력 및 전단응력을 검토 할 수 있다(국토해양부 (2010) “도로설

계편람 제6편 터널”).

  


± 


   


허용휨압축응력(MPa)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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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변위법은 특별히 지하구조물의 내진계산을 위하여 고안된 유사정적 해석법의

일종으로 동적인 지반운동을 정적으로 변환하는 점은 진도법과 같으나, 관성력이

아니라 변위를 강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측된 지반변위를 통

해 터널의 응답을 구하는 방법은 단순해, 해석해, Frame 해석, 연속체 수치해석

총 4 가지이다.

7.3.3 2단계 평가

허용휨인장응력(MPa) : 0.13
허용전단응력(MPa) : 0.08
지진시 증가계수(1.33) 적용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의 경우는 발생되는 휨 및 전단외력을 계산후 콘크

리트구조설계기준해설(2017, 한국콘크리트학회)의 내하력계산방법에 따라

내하력을 계산후 발생외력이 내하력이내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하

중증가계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

가기준(KDS 14 20 90)를 따른다.

상기의 조건 하에서 라이닝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각 부재의 휨응력과 전

단응력이 허용응력이내인지 또는 휨외력과 전단외력이 휨 및 전단에 대한

강도이하인 지를 확인한다. 만일 구조물의 각 부재에서 충분한 안전이 확

보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2차로 동적해석을 활용한 평가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무근콘크리트 라이닝의 응력검토시 축방

향응력은 압축 및 인장 모두를 검토해야 하며 허용강도는 아래와 같은 댐

설계기준상 콘크리트의 강도산정식을 활용하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지

진하중에 대한 증가계수(1.3)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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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축방향 압축강도 : ×

- 콘크리트 축방향 인장강도 : ×

- 콘크리트 전단강도 :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의 경우는 여수로에서의 내하력평가방법을 준용하

여 발생되는 휨 및 전단외력을 계산후 내하력을 검토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여수로 등에서 사용하는 소성해석기법을 활용한다.

이때, 굴착터널은 일반적으로 연속체 수치해석을 실시한다. 지반 요소는

터널과 완벽하게 부착되었다고 가정하며 일차원지반응답해석(SHAKE 등

활용)에서 계산된 가능최대지진 하에서의 변위를 측면경계와 상부에 연속

적으로 강제적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한 터널라이닝의 응력 또는 변형량을

계산한다. 연속체 수치해석은 구성모형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차원지반응답해석(SHAKE 등 활용)에서 계산된 변위

를 측면경계와 상부에 연속적으로 강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선형모델

을 적용할 수 있다. 수로직각방향지진력(지반변위)을 사용하며 필요시 연

직지진력을 조합한다.

한편,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이들 구조물에 대한 동적 소성해석 후 구조물이 가능최대지진 하

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무근콘크리트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발현 상태

작용응력 ≦ 허용 강도

혹은 발생 변형 ≦ 허용 변형

철근콘크리트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발현 상태

작용력 ≦ 허용 내력

혹은 발생 변형 ≦ 허용 변형

<표 7.3.1> 라이닝의 한계상태와 조사 기준

굴착터널의 동적 해석을 좀 더 상세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한국

시설안전공단의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 및 향상요령(2011)’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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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취수탑 내진성능 상세평가

8.1 일반사항

8.2 취수탑 내진성능 평가절차

8.2.1 일 반

취수탑은 평시엔 선택취수설비로서 사용되며 지진 후 댐체의 이상징후

시엔 저수지수위저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댐의 취수탑

은 지진 후 대도시 용수공급을 위해 즉시 기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댐의

내진측면에서 중요한 시설이다.

취수탑의 경우 수도의 취수시설로서 취수탑내진기준을 정하는 연구결과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1999)]가 설계 시

적용되고 있으므로 1단계 평가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1단계

평가결과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면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붕괴방지수

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은 댐설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며 중요

한 댐의 구조물은 가능최대지진하에서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

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시설물의 물성확인 및 하중조합과

강도감소계수는 여수로를 준용한다.

취수탑의 내진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전성 및 내하력의 검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 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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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단면을 가진 취수탑의 취수탑 내외면에 발생하는 동수압은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1999)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선택취수문비

는 주물밸브로 강성이 크므로 콘크리트벽체와 유사한 동수압을 발생시킨다고 가정

할 수 있다. 凹형 단면을 가진 취수탑의 외부 동수압은 취수탑 폭이 유한하기 때문

에 일본 산업성의 매뉴얼에 따라 무한 길이의 직립벽을 가정하는 Westergaard식에

의한 값의 70% 정도로 보고, 내부동수압은 유한한 수면을 가진 경우이므로 수정

Westergaard식을 적용가능하다. 이때, 직선형 선택취수문비는 아래와 같은 동수압

을 선택하며 외부동수압만을 적용한다.

<해설그림 8.2.1> 직선형 선택취수문비 동수압

′  ··


·







, 그러나   

여기서, ′ : 저수지 수면에서 수심h인 점의 높이방향 단위길이 당 수중구조물

전체에 작용하는 동수압 ()

 : 저수지 수면에서 동수압 작용하는 점까지의 수심(m)

 : 저수지 수면에서 기초지반면까지의 수심(m)

지진후 기능성 검토

취수탑의 수위 조건은 저수지 수위, 탑내 수위 모두 만수위일 때가 가장

엄격한 조건이 되나 그간의 운영수위를 감안하여 관리주체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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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방향에 평행한 수중구조물의 변길이(m)

 : 지진방향에 직각인 수중구조물의 변길이(m)

 : 수중구조물 외측 단면적( )

 : 물의 단위중량( ),  : 설계진도

  ′


여기서,  : 선택취수문비에 작용하는 높이방향 단위길이 당 동수압()

B : 수문의 폭(m)

8.2.2 2단계 평가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

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

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취수탑구조물과 관리교 피어는 여수

로의 비선형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지진중 및 지진후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관리교 상부구조의 낙교 또는 취수탑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여수로 공도교의 예를 따른다. 이를 위해 관리교 교대와 취수탑의

기초는 동일 거동한다고 가정한다. 낙교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계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공급도 확보된다.

취수탑구조물의 전도는 합력의 작용위치가 기초저면이내이면 발생되지

않으며 활동은 마찰계수만을 고려하여 안전율이 1.0이상이면 발생하지 않

는다. 기초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지반

의 강도이내이면 기초지지력도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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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설비가 경사면 근처에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지진에 의한 경사면 붕

괴에 의해 취수 설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면의 지진

시 안정성에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면 안정의 조사를 행할 필요

가 있다.

취수 설비 하류에는 각종 형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로가 있어 이것

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유수 차단이 가능한 설비가 취수 설비

뿐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수 설비의 지진 후 유수 차단

기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취수구 게이트의 폐쇄에 의해 유수 차단

을 행하기 때문에 취수구 게이트 조작을 위한 전원 확보, 제어 장치의 건

전성 조사가 필요하다. 단, 이들 수로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엔

취수 설비의 지진 후 유수 차단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지진 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수문, 권양기, 조작반 등의 내진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여수로의 경우를 참조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공중에 매달려 있는 수문은 내진성능평가가 불필요

하며 물속에 잠겨 있는 수문은 여수로 수문과 달리 한쪽방향으로 작용하

는 정수압이 없어 지진시 하중(관성력 및 동수압만 작용)이 작으므로 이

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정성적인 내진안전성의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취수탑 정부에 위치하는 권양기, 조작반 등은 정역학적 평가인 1

단계 평가에선 취수탑체 지진력의 2.33배 지진력을 작용하며, 동역학적 평

가인 2단계 평가에선 작용지진력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관리

교의 발생변위검토를 위한 취수탑의 거동계산시엔 1단계 평가에서 취수탑

지진력을 적용하며 2단계 평가에선 작용지진력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해설

일본의 경우 취수탑 모델링 시 솔리드요소와 Rebar요소를 사용하여 취수탑을 모

델링하고 기초콘크리트는 발생응력을 탄성한도로 제한하면서 철근은 배치하지 않

아 해석을 간편히 하기도 한다. 취수탑 기초가 주변 암반에 강결되었으면 주변 사

면암과의 접촉부는 스프링으로 처리하고 취수문비와 스크린은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수평지진력에 대한 무반사경계를 고려하기도 한다. 재료 및 분산감쇠로서

2% 감쇠비를 취하고 이력감쇠는 비선형특성으로서 고려하기도 한다.

[참조]

관리교 받침부의 내진성능평가를 원하면 받침부 교좌장치의 설치상태(가동 또는 고

정)를 검토하여 1단계 평가에선 취수탑체 지진력을 작용하고 2단계 평가에선 작용지

진력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작용력 ≦ 허용 내력

혹은 발생 변형 ≦ 허용변형

지진 후 게이트가 개폐 가능한 상태
취수탑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변형량≦허용변형량

설

비

수문 작동 가능 상태 주요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2배
보조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10배

권양기,

조작반
작동 가능 상태 앵커 작용력 ≦ 허용 내력

관리교 작동 가능 상태
변형량 ≦ 받침지지길이/2

변형량 ≦ 여유간격-온도변화량

<표 8.2.1> 취수탑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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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발전소 내진성능 상세평가

9.1 일반사항

발전소는 필댐의 경우 댐체와 떨어져서 독립된 구조물로 시공되는 경우

가 많으며, 콘크리트댐의 경우 발전소가 댐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발전소는 수력발전을 위한 콘크리트 구체 및 발전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상부공간은 사무실, 지붕 등의 건축구조로 조성된다.

필댐 발전소의 경우 지진시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내진설

계가 되어야 하며 콘크리트댐 발전소는 지반-구조물-유체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내진설계가 되어야 한다.

발전소 및 댐 제어통제실은 지하 및 본체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2017) 등을 적용하며 지상부의 필요부위는 
건축구조 설계기준해설(대한건축학회, 2016) 등을 적용한다. 발전소가 댐

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엔 댐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지하발전소는 주위가 지반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발산감쇠가 크고 관성

력에 의해 지반 속에서 자유롭게 진동하지 않으며 지반의 변위에 추종한

움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지하발전소에 생기는 관성력에 의한 영향보다도

주변지반의 상대변위에 지배된다. 따라서 응답변위법을 사용하여 지진 시

에 생기는 지반변위를 구조물에 강제적으로 부가하여 구조물에 발생되는

외력을 산정한다. 지하발전소는 수로터널의 내진성능평가기법을 준용한다.

해외와 국내에서 댐의 발전소에 대한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참고할 만한 설계규정이 없는 것

이 현실이므로 1단계 평가시 발전소의 내진성능평가는 댐설계기준 등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1단계 평가에서 불안정으로 평가되면

상세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 평가시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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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a) 종단면도

(b) 횡단면도

<해설그림 9.1.1> 발전소 단면도

의 동해석은 댐설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며 중요한 댐의 구조물은

가능최대지진하에서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가능최대지진 하에서의 2단계 평가 시에는 지반-구조물-유체의 상

호작용을 감안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건축분야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발전소를 하나의

구조물로 모델링하여 지반-구조물-유체의 상호작용을 감안한 구조계산

후 각 부재의 내하력, 변형량 등을 검토한다. 구조계산에 의해 발생된 각

부재의 지진력 하에서의 소성거동은 부재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 분석하

며 발전소 내 제반설비는 기기자체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이

들 설비를 발전소구조물에 고정시키는 앵커 등의 내하력만을 검토한다.

한편, 기존 시설물의 물성확인 및 하중조합과 강도감소계수는 여수로를

준용한다.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 120 -

9.2 발전소 내진성능 평가절차

9.2.1 일 반

9.2.2 2단계 평가

발전소 구조물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전성 및 내하력의 검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 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내하력, 변형량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 후 기능성 검토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

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

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동적 소성해석후 본체 매스콘크리트의 응력을 검토하여 콘크리트강도,

허용변형량과 비교하고 상부구조부재에 대해서는 단면력을 검토하여 소요

강도와 설계강도를 비교한다. 소요강도가 기존구조물에 적용하는 강도를

초과할 경우 소성해석을 실시하며 이는 여수로 등에서 사용하는 소성해석

방법을 사용한다.



제9장  발전소 내진성능 상세평가

- 121 -

9.2.3 발전소 기전설비의 내진성능평가

기계와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내진해석 시 설비위치에서 발생되는 지

진관성력을 사용하여 앵커의 내하력을 계산한다. 년중 가동하는 설비의

경우엔 지진 시의 진동에 더해 기계자체의 진동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

하기 위해 동적 증폭비를 적용할 수 있다. 유사정적 해석 시는 동적 증폭

비 2.5를 취한다. 앵커, 용접부 혹은 볼트와 같은 구조연결부 설계 시에는

지진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허용응력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내진성능평가 절차는 여수로의 기전설비 내진성능평가 절차를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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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내진성능 평가 보고서 작성 지침

10.1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

10.1.1 문장

10.1.2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서술형식 및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일반보고서의 서

술형식을 따를 수 있다.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문장 전후의 연결이 명확하여야 한

다.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

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보고서의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1. 표지

2. 속표지

3. 대상 댐의 전경사진

4. 제출문

5. 참여기술진

6. 요약

7. 목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문

1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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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현황보고서 작성

10.1.4 예비평가 보고서

10.1.5 상세평가 보고서

12. 부록

13. 서지자료

보고서의 본문은 평가 흐름에 따라 작성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1. 서론 :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 평가 범위

2. 현황조사보고서 : 지진하중, 기존자료조사, 현장답사

3. 예비평가보고서

4. 상세평가 보고서

5. 결론

6. 내진성능 평가표 : 평가 대상 댐의 기초자료와 내진성능 평가의 단계

별 평가결과를 요약한 평가표 작성 (부록 E 참조)

예비평가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개요

2. 예비평가 결과

3. 결론

상세평가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개요



2. 댐 본체 평가 보고서

1) 개요

2) 현장조사, 실내시험

3) 액상화에 대한 검토

4) 제체 안정성에 대한 해석

5) 결론

3. 여수로,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평가 보고서

1) 개요

2) 현장조사, 실내시험 및 문헌조사 결과

3) 액상화에 대한 검토

4) 안정성 및 변형에 대한 평가

5) 결론

4. 평가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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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필댐 내진성능 평가 예제

1. 상세 1단계 평가

평가대상 댐은 우리나라 대규모 필댐의 대표적인 형식인 rockfill 댐을 선정하였으

며 rockfill 댐 중 년 중 수위변화가 매우 심해 제체 안전측면에서의 조건이 가장 열

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수댐을 선정하였다.

평가대상 댐에 대한 상세 1단계 평가 시 액상화에 대한 간편검토 후 유사정적지

진하중을 적용하여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이때, 액상화에 대해 만족하지 않거나

사면안정에 관한 최소안전율 이상의 안전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세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함에 있어 침투류해석을 통해 침윤선을 결정하

여 사면안정해석시의 입력정수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 액상화 간편검토

본 댐은 암반위에 설치된 중심코어형 락필댐으로 액상화가 발생가능한 부위는 사

질재료로 축조된 제체의 필터존이 해당된다. 시공자료검토 결과 이들은 상대밀도

75%이상으로 시공되었다. 한편, 외국문헌(Foundation analysis and design, Bowles,

4th edition)에 따르면 상대밀도 75% 이상으로 시공된 사질재료는 SPT N치 20이상

의 강도를 갖는다. 따라서, 본 댐의 사력재는 액상화에 대한 기준인 N치 15이상을

충분히 상회하는 강도를 보유하므로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나. 침투류해석

해석단면의 형상은 준공도면을 반영하여 최대단면을 선정하였으며, 댐체내 재료는

준공지를 기초로 하여 Core, Fine Filter, Coarse Filter, Inner Rork, Outer Rock,

Baserock 의 6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망은 제체의 형

상과 죤간의 경계선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본 해석은 Galerkin의 Weighted

Residual Method를 이용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Darcy

의 법칙을 따르는 포화-불포화 흐름에 근거하여 1차원의 단순 정상포화 흐름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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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임의적으로 변하는 2차원의 이방성 지반의 포화 및 불포화 흐름을 해석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다.

침투류 해석에 사용되는 입력자료는 수직 수평 투수계수, 불포화토의 투수계수 및

함수비 등으로 해석재료의 투수계수 산정은 건설지의 투수계수와 현장투수시험, 문

헌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제체의 수직 수평투수계수는 일반적으로 시공당시

의 다짐상태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본 댐은 현장투수시험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K-Ratio를 1.0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불포화토의 투수계수 및 체적함수비는 프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토질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부록표 A.1> 재료별 투수계수

Zone 투수계수(m/sec) K-Ratio 비 고

Core 5.57×10-7 1.0 현장투수시험결과

Fine Filter 1.0×10-6 1.0 건설지

Coarse Filter 1.0×10-5 1.0 ″

Inner Rock 1.0×10-4 1.0 ″

Outer Rock 1.0×10-3 1.0 문헌자료

Baserock 1.0×10-8 1.0 문헌자료

본 댐의 담수 및 운영중에 예상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하여 침투류 해석을

실시하였다.

◦ 상시만수위 시 : 상시만수위시 정상침투상태에서의 침투류 해석

◦ 중간수위 시 : 상시만수위∼저수위사이 정상침투상태에서의 침투류 해석

◦ 수위급강하 시 : 상부댐으로의 양수에 따라 7.5시간 동안에 상시만수위에서

저수위까지 급강하시의 침투류 해석

수위급강하 시 비정상 침투해석을 위해서는 만수위일 때의 상태를 정상류로 간주

하여 해석하고 그 결과를 초기수두로 적용하여 시간별 침투류 해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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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A.1> 침투류해석 결과(상시만수위)

<부록그림 A.2> 침투류해석 결과(중간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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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A.3> 침투류해석 결과(수위급강하)

다. 사면안정해석

해석방법은 절편법(Slice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예상 파괴활동면이 원호

또는 비원호라고 가정하고 여러 개의 절편으로 나누어 절편의 저면에 작용하는 토

괴의 활동에 대한 평형을 고려하여 최소안전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해석방법으로

는 Bishop의 간편법을 유효응력해석법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상시만수위와 중간수

위 및 수위급강하시의 해석을 위한 수위 및 침윤선은 침투류해석에서 산출된 결과

를 적용하였다.

입력 물성치는 설계당시의 조건을 적용하였다.

<부록표 A.2> 재료별 물성치

Zone
습윤단위중량

( , t/㎥)
포화단위중량
( , t/㎥)

점착력
(C, t/㎥)

마찰각
(ψ , ˚)

비 고

Core 1.90 2.08 5.1 30

Fine Filter 1.99 2.10 33

Coarse Filter 1.99 2.10 33

Inner Rock 1.85 2.10 36

Outre Rock 1.85 2.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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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댐은 지진Ⅰ구역 및 내진Ⅰ등급으로 적용하였고, 지반계수의 경우 S1으로 분

류하였다. 따라서 수평지진계수는 0.154g가 된다.

지진
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

계수(Z)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부록표 A.3> 지진구역계수(500년빈도 S1지반상)

내진등급  댐 재현주기

내진특등급

사회/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댐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높이가 45m 이상이고 총저수량이 50백만m3 이상인 댐

2400년

내진Ⅰ등급 내진Ⅰ등급 댐 이외의 모든 댐 1000년

<부록표 A.4> 댐의 내진등급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부록표 A.5> 위험도 계수

일반적인 댐의 경우 댐체에 작용하는 수평지진계수는 상시만수위 및 중간수위시

는 설계진도의 100 %를 수위급강하시는 설계진도의 50 %를 적용하나 본 댐처럼 수

위급강하가 상시 발생하는 댐은 수위급강하시도 설계진도의 100%를 적용해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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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0%를 적용하였다.

「댐설계기준⦁해설(2011, 한국수자원학회)」의 활동에 대한 최소 안전율 기준은

아래와 같다.

<부록표 A.6> 활동에 대한 최소 안전율

구분 제체조건 저수상태 지진
안전율

비고
상류 하류

1
완성직후

(간극수압최대)
바닥상태 있음 1.3 1.3

1) 상류측 비탈면의 하부
존이 암석 등으로 되어있
어 간극수압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2) 수위는 보통 댐 높이
의 45∼50%를 적용하여 
계산함.

2 완성직후 일부저수¹⁾ 없음 1.3 －

3 평상시 설계홍수위 없음 1.2 1.2

4 평상시 만수 있음 1.2 1.2

5 평상시 일부저수²⁾ 있음 1.15 －

6 평상시 급강하 있음 1.2 －

사면안정해석결과 수위급강하(양수시) 상류사면은 여타 경우에 비해 안전성이 상

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록표 A.7> 사면안정해석 결과

구    분 조  건
해석결과 안전율 기준 

안전율
비 고

상류수위 조건 금회

상시만수위
상류사면 지진시 EL.68.2m 1.11 1.2

하류사면 지진시 EL.68.2m 1.15 1.2

중간수위 상류사면

지진시 EL.65.0m 1.10 1.15

지진시 EL.62.0m 1.10 1.15

지진시 EL.59.0m 1.09 1.15

지진시 EL.56.0m 1.10 1.15

지진시 EL.53.7.m 1.10 1.15

수위급강하
(양수시)

상류사면 지진시 EL.53.7m 1.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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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A.4> 사면안정해석 결과(상시만수위 상류사면)

<부록그림 A.5> 사면안정해석 결과(상시만수위 하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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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A.6> 사면안정해석 결과(중간수위 상류사면 : 상류수위 EL.53.7m )

<부록그림 A.7> 사면안정해석 결과(수위급강하 상류사면 : 최저수위도달시 EL.5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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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2단계 평가

가. 일 반

상세 1단계 평가 시 유사정적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 결과 최

소안전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지진력

본 2단계 평가에서는 붕괴방지수준의 단면설계지진력과 MCE지진력에 의한 시

간이력지진하중을 적용한 동적 소성해석을 수행하며 Newmark방식에 의한 소성활

동량이 단면설계지진력 작용시 60CM, MCE지진력 작용시 침하량 1m이내여야 한

다. 단면설계지진력은 0.154g이며, MCE지진력하에서 동적 소성해석시엔 4800년 재

해도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댐은 재해도상 0.23g(S1지반상) 의 지진력 값을 가진

다. 하지만 외국에서 10,000년 빈도지진력을 MCE지진력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댐

의 경우도 10,000년 빈도지진력을 채택하여 외국의 댐 내진성능평가와 동일한 수준

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 적용되는 지진력은 0.23×3.52/2.6 = 0.31g이

다(10,000년 빈도 지진시 위험도계수는 추세선분석을 통해 3.52로 결정하였다).

MCE지진력에 의한 평가시 외국의 사례를 따라 재해도를 이용시 구역계수에 의한

지진력의 80%이상이라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댐체 변형해석 시 지진하중은 3가지의 지진파(인공지진, 경주지진, 포항지진)의 수

평성분을 적용하였으며 이들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각 지진력은 아래와 같은 하중조

합을 가지게 하였다.

<부록표 A.8> 하중조합

지진별 하중조합 상․하류방향(X) 정적하중

Load Comb-1 + +

Load Comb-2  +

※ 수직지진력은 일본국토성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나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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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S1 암반 상 구조물에

대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5 % 감쇠비)은 아래와 같다.

<부록그림 A.8>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부록표 A.9>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구분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전이주기(sec)

  

수 평 2.8 0.06 0.3 3

댐설계기준에 의하면 포락함수에 따른 시간은 아래와 같이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개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진파는 우리나라의 지진규모를 감안하여 17초의 지속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시간(s)

조
각
함
수

최
대
진
폭

<부록그림 A.9>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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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A.10>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

지진규모 상승시간 (  ) 강진동지속시간 (  ) 하강시간 (  )

7.0이상-7.5미만 2 12.5 13.5 
6.5이상-7.0미만 1.5 9 10.5 
6.0이상-6.5미만 1 7 9 
5.5이상-6.0미만 1 5.5 8.0 

5.0이상-5.5미만 1 5 7.5 

행안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생성된 인공지진파와 포항 및

경주의 대표적인 실 지진파를 스펙트럼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실제지진파를 < 그림

A.10 >에 나타내었다. 개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인공지진파는 전체주기영역에서 표

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90∼13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본 댐체의 추정된 고유주

기는 약 0.4초였으므로 개정기준에 따라 경주와 포항지진파는 spectral matching은

0.1∼0.8초 사이를 위주로 실시하여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탁월주기를 주

대상으로 보정하였다.

[참조] 필댐의 고유주기는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여기서 T : 고유주기(초)

H : 댐높이(m)

Vs : 댐체의 평균전단파속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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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진 지속시간 : 17초

경주지진 지속시간 : 17초

포항지진 지속시간 : 17초

<부록그림 A.10> 개정기준에 의한 지진파(단면설계지진력 작용시)

다. 입력물성치

제체의 동적강성은 실제 완성된 댐에서는 내부의 구속압이 높고 제체 재료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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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되어 댐의 표면보다 내부에서 더 크므로 본 해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 그림

A.11 >과 같이 깊이별로 수개의 존으로 나누어 해석을 실시하였다.

<부록그림 A.11> 해석단면 재료별 구분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를 위한 입력자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체의 구조, 각 층의

밀도, 전단파속도,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의 비선형특성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 댐

축조재료의 최대전단탄성계수 산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 탄성파시험를

통해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금회 제체에서의 전단파 탐사는 시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Sawada 등(1975)의 경험식을 이용하였다. 금회 해석에서 사용

된 입력 물성치는 아래와 같으며 조립재의 겉보기 점착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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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A.11> 동적해석 물성치

구 분 재 료1)
단위중량
(kN/㎥)

최대전단
탄성계수
(kPa)

포와슨비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

비 고

1 Core 20.3842) 1,083,277.83) 0.393) 49.9802) 30.02)

2 Core 20.3842) 492,108.63) 0.423) 49.9802) 30.02)

3 Core 18.6202) 83,790.03) 0.443) 49.9802) 30.02)

4 Fine Filter 20.5805) 621,893.83) 0.453) 0.0 33.05)

5 Fine Filter 20.5805) 621,893.83) 0.453) 0.0 33.05)

6 Fine Filter 20.5805) 401,334.43) 0.483) 0.0 33.05)

7 Fine Filter 19.5025) 380,312.13) 0.343) 0.0 33.05)

8 Fine Filter 19.5025) 119,449.83) 0.363) 0.0 33.05)

9 Fine Filter 19.5025) 119,449.83) 0.363) 0.0 33.05)

10 Coarse Filter 19.5025) 863,798.83) 0.323) 0.0 33.05)

11 Coarse Filter 20.5805) 393,765.63) 0.483) 0.0 33.05)

12 Coarse Filter 19.5025) 373,139.83) 0.353) 0.0 33.05)

13 Coarse Filter 19.5025) 119,449.83) 0.363) 0.0 33.05)

14 Coarse Filter 19.5025) 119,449.83) 0.363) 0.0 33.05)

15 Inner Rock 20.5805) 584,155.23) 0.463) 0.0 36.05)

16 Inner Rock 18.1305) 777,154.43) 0.323) 0.0 36.05)

17 Outer Rock 20.5805) 584,155.23) 0.463) 0.0 40.05)

18 Outer Rock 18.4245) 777,154.43) 0.333) 0.0 40.05)

19 Outer Rock 20.5805) 375,559.93) 0.483) 0.0 40.05)

20 Outer Rock 18.4245) 172,789.33) 0.353) 0.0 40.05)

21 Outer Rock 20.5805) 126,052.53) 0.493) 0.0 40.05)

22 Outer Rock 18.4245) 111,046.33) 0.493) 0.0 40.05)

23 Foundation 21.5806) 2,200,000.03) 0.413) 98 40.06)

〔주〕1) 준공도면 2) 현장시험 3) Sawada 경험식 4) 설계치 5) 건설지 6)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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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A.12> 록필댐의 물성치를 결정하기 위한 속도분포 모델(Sawada)

심도(m)
Shell죤 코어죤

불포화 포 화 상 부 하 부

0～5 Vs = 245 Vs = 210

5～30 Vs = 250 Z

Vs = 250 Z Vs = 180 Z Vs = 140 Z

30～ Vs = 200 Z

포아슨비            

〔주〕 Vs : 전단파속도(m/sec), z : 표면하 심도(m)

대표단면은 제체의 높이가 최대인 단면을 취했으며 해석수위는 유사정적 해석시

안전율이 가장 적었던 수위급강하시 최저수위(53.7m)로 설정하였다. 본 해석에서 사

용한 Equivalent Elastic 모델에서는 전단변형율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 Vucetic곡선을 참고하였으며, 기초암반은 비질량모델로

적용하였으며, 감쇠비는 5%를 적용하였다. <부록그림 A.12>은 해석에 적용된 점토

및 조립재의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이며, <부록그림 A.13> 은 감쇠비 증가곡선을

도시한 것이다.

(a) 코어재 (b) 사력재 및 필터재

<부록그림 A.12>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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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어재 (b) 사력재 및 필터재

<부록그림 A.13> 감쇠비 증가곡선

라. 소성변형 형태

필댐의 등가선형해석기반 Newmark방식 소성변형해석은 지진중 사면활동 안전율

이 1.0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들에서의 사면활동량의 누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사면활동의 형태를 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너무 깊은 또는 너무 얕은

형태의 사면활동을 가정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면활동량을 검토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토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면활동형태를 Newmark방식 소성

변형해석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해석에서도 이에 준한 사면활동을 가정한

Newmark방식 소성변형해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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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A.14> 양호한 기초상 필댐 활동면 설정 예

(상하류사면의 락존만 통과와 코아부도 통과 경우)

마. 해석결과 분석

각 3개의 설계지진력과 MCE지진에 대해 Newmark 타입의 동적 소성해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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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결과 가장 많은 변형량은 MCE지진시(인공지진의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에 발생되었으며 발생된 최대소성변위는 11.8cm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부록표 A.13 및 < 부록그림 A.14~17 > 참조).

발생된 소성변형량은 허용 소성활동량(설계지진력시 60cm, MCE지진시 100cm)에

비해 미소하므로 댐의 월류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발생된 활동도 댐의 상

류측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침투파괴의 우려도 없어 댐체는 가능최대지진에 대해

“저수기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표 A.13> MCE지진시 최대소성변위

<부록표 A.14> 필댐 제체의 성능 판정결과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성능 판정결과

필 댐체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댐체 높이를 1m
낮추는 영구 활동
변형량 발생여부

OK

지 진 후
지체파괴방지 가능
상태

활동면을 따른
침투파괴발생여부 OK

구 분 소성변형 형태 최대소성변위(cm)

최대소성
변위(cm) :
11.8

인공지진

하류사면에서 활동 시작 1.9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7.5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 11.8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 5.7

경주지진

하류사면에서 활동 시작 2.1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4.1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 6.2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 3.7

포항지진

하류사면에서 활동 시작 3.1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6.2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 8.0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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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mark 타입의 동적 소성해석 후 계산된 활동량과 활동면의 형상 및 활동

원점에 대한 기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댐의 침하량을 계산할 때는 아래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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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A.15> 인공지진 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의 변형량

<부록그림 A.16> 경주지진 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의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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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A.17> 포항지진 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의 변형량

 





부록B.  CFRD 내진성능 평가 예제

부록 B. CFRD 내진성능 평가 예제

1. 상세 1단계 평가

평가대상 댐은 우리나라 CFRD의 대표적인 댐을 선정하였으며 평가대상 댐에 대

한 상세 1단계 평가 시 액상화에 대한 간편검토 후 유사정적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이때, 액상화에 대해 만족하지 않거나 사면안정에 관한

최소안전율 이상의 안전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세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함에 있어 침투류해석을 통해 침윤선을 결정하여 사면안정해석

시의 입력정수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 액상화 간편검토

본 댐은 암반위에 설치된 표면차수벽형 락필댐으로 액상화가 발생가능한 부위는

사질재료로 축조된 bedding존이 해당된다. 시공자료검토 결과 이들은 상대밀도

75%이상으로 시공되었다. 한편, 외국문헌(Foundation analysis and design, Bowles,

4th edition)에 따르면 상대밀도 75% 이상으로 시공된 사질재료는 SPT N치 20이상

의 강도를 갖는다. 따라서, 본 댐의 bedding존은 액상화에 대한 기준인 N치 15이상

을 충분히 상회하는 강도를 보유하므로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나. 침투류해석

본 해석에서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침투류해석을 위한

대표단면은 댐체의 높이가 최대인 단면을 선정하였다. 제체내 재료는 준공도면을

기초로 하여 구분하였으며, 침투류 해석에 사용되는 입력자료는 수직 수평 투수계

수, 불포화토의 투수계수 및 함수비 등으로 해석재료의 투수계수 산정은 시방기준

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불포화토의 투수계수 및 체적함수비는 프로그램

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토질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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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B.1> 재료별 투수계수

구 분
투수계수

(k, cm/s)
최대입경
(mm)

습윤단위중량
( , kN/m³)

점착력
(c, kPa)

내부마찰각
(φ, °)

비 고

Face slab
Bedding

1.0×10-4 75 20.6 - 45.0

Transition
Filter

1.0×10-3 150 20.6 - 43.0

Graded
Rockfill

1.0×10-1 800 19.6 - 43.0

(Oversized)
Rockfill

5.0×10-1 1,500 18.6 - 41.0

Upstream
blanket

1.0×10-5
Disposal
material

17.7 19.6 30.0

1.0×10-5
clay
blanket

17.7 19.6 30.0

Foundation 1.0×10-6 - 23.0 - -

Reinforced
concrete

1.0×10-9 - 23.5 - -

본 댐은 현재 축조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다음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 상시만수위시 : 상시만수위시 정상침투상태에서의 침투류 해석

◦ 중간 수위시 : 상시만수위∼저수위사이 정상침투상태에서의 침투류 해석

◦ 수위급강하시 : 상시만수위에서 저수위까지 급강하시의 침투류 해석

수위급강하시 비정상 침투해석을 위해서는 만수위일 때의 상태를 정상류로 간주

하여 해석하고 그 결과를 초기수두로 적용하여 시간별 침투류 해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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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B.1> 침투류해석 결과(상시만수위)

<부록그림 B.2> 침투류해석 결과(중간수위)

<부록그림 B.3> 침투류해석 결과(수위급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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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면안정해석

해석방법은 절편법(Slice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예상 파괴활동면이 원호

또는 비원호라고 가정하고 여러 개의 절편으로 나누어 절편의 저면에 작용하는 토

괴의 활동에 대한 평형을 고려하여 최소안전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해석방법으로

는 Bishop의 간편법을 이용하였다.

본 댐은 내진특등급(평균재현주기 2400년), Ⅰ구역에 속하므로 S1상 수평지진계수

0.22를 사용하였다.

지진
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

계수(Z)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부록표 B.2> 지진구역계수(500년빈도 S1지반상)

내진등급  댐 재현주기

내진Ⅰ등급

사회/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댐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높이가 45m 이상이고 총저수량이 50백만m3 이상인 댐

2400년

내진Ⅱ등급 내진Ⅰ등급 댐 이외의 모든 댐 1000년

<부록표 B.3> 댐의 내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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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부록표 B.4> 위험도 계수

제체에 작용하는 수평지진계수는 댐설계기준에 의거 상시만수위 및 중간수위 공

히 설계진도의 100%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비상시 수위급강하는 설계기준을 따라

설계진도의 50%를 적용하였다.

본 댐은 CFRD에 적합하도록 침투류해석 후 결정된 지하수위하에서의 사면안정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록표 B.5> 사면안정해석 결과

구 분 조 건
해석에 의한
안전율

최소안전율
기준

비 고

상시만수위
(EL.41.20m)

상류사면 지진시 2.86 1.2 설계진도 100%

하류사면 지진시 0.99 1.2 설계진도 100%

중간수위
(EL.28.50m)

상류사면 지진시 1.62 1.15 설계진도 100%

저수위
(EL.23.00m)

상류사면 지진시 1.59 1.2 설계진도 50%

본 댐의 내진안전성은 만수위시 하류사면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작은 안전율을 보인 만수위시 하류사면에 대해 동적 내진안전성을 추가로 평가하였다.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 156 -

<부록그림 B.4> 사면안정해석 결과(상시만수위 상류사면 - 지진시)

<부록그림 B.5> 사면안정해석 결과(상시만수위 하류사면 - 지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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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B.6> 사면안정해석 결과(중간수위 상류사면 - 지진시)

<부록그림 B.7> 사면안정해석 결과(수위급강하 상류사면 - 지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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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2단계 평가

가. 일 반

상세 1단계 평가 시 유사정적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 결과 최

소안전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지진력

본 2단계 평가에서는 붕괴방지수준의 단면설계지진력과 MCE지진력에 의한 시

간이력지진하중을 적용한 동적 소성해석을 수행하며 Newmark방식에 의한 소성활

동량이 단면설계지진력 작용시 60CM, MCE지진력 작용시 침하량 1m이내여야 한

다. 단면설계지진력은 0.22g이며, MCE지진력하에서 동적 소성해석시엔 4800년 재

해도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댐은 재해도상 0.22g(S1지반상) 의 지진력 값을 가진

다. 하지만 외국에서 10,000년 빈도지진력을 MCE지진력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댐

의 경우도 10,000년 빈도지진력을 채택하여 외국의 댐 내진성능평가와 동일한 수준

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 적용되는 지진력은 0.22×3.52/2.6 = 0.298g

이다(10,000년 빈도 지진시 위험도계수는 추세선분석을 통해 3.52로 결정하였다). 상

세평가는 MCE지진력에 의한 평가이므로 외국의 사례를 따라 재해도를 이용시 구

역계수에 의한 지진력의 80%이상이라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댐체변형 해석시 지진하중은 3가지의 지진파(인공지진, 경주지진, 포항지진)의 수

평성분을 적용하였으며 이들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각 지진력은 아래와 같은 하중조

합을 가지게 하였다.

<부록표 B.6> 하중조합

지진별 하중조합 상․하류방향(X) 정적하중

Load Comb-1 + +

Load Comb-2  +

※ 수직지진력은 일본국토성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나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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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S1 암반 상 구조물에

대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5 % 감쇠비)은 아래와 같다.

<부록그림 B.8>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부록표 B.7>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구분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전이주기(sec)

  

수 평 2.8 0.06 0.3 3

댐설계기준에 의하면 포락함수에 따른 시간은 아래와 같이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개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진파는 우리나라의 지진규모를 감안하여 17초의 지속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시간(s)

조
각
함
수

최
대
진
폭

<부록그림 B.9>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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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B.8>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

지진규모 상승시간 (  ) 강진동지속시간 (  ) 하강시간 (  )

7.0이상-7.5미만 2 12.5 13.5 
6.5이상-7.0미만 1.5 9 10.5 
6.0이상-6.5미만 1 7 9 
5.5이상-6.0미만 1 5.5 8.0 

5.0이상-5.5미만 1 5 7.5 

행안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생성된 인공지진파와 포항 및

경주의 대표적인 실 지진파를 스펙트럼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실제지진파를 < 부록

그림 B.10 > 에 나타내었다. 개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인공지진파는 전체주기영역에

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90∼13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본 댐체의 추정된 고

유주기는 약 0.4초였으므로 개정기준에 따라 경주와 포항지진파는 spectral

matching은 0.1∼0.8초 사이를 위주로 실시하여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탁월주기를 주 대상으로 보정하였다.

[참조] 필댐의 고유주기는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여기서 T : 고유주기(초)

H : 댐높이(m)

Vs : 댐체의 평균전단파속도(m/s)



부록B.  CFRD 내진성능 평가 예제

- 161 -

인공 지진 지속시간 : 17초

경주 지진 지속시간 : 17초

포항 지진 지속시간 : 17초

<부록그림 B.10> 개정기준에 의한 지진파(단면설계지진력 작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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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물성치

본 해석에 적용한 대표단면은 <부록그림 B.11>와 같다. 동적해석은 금회 사면안

정해석 결과 최소안전율이 산정된 상시만수위(EL.41.20 m)시 하류사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록그림 B.11> 동적해석 모델링도

댐체의 동적강성은 실제 완성된 댐에서는 내부의 구속압이 높고 댐체 재료가 잘

다짐되어 댐의 표면보다 내부에서 더 크므로 깊이별로 수개의 존으로 나누어 심도

별로 정한 강성값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다 연속성 있는 정확한 해석을 위

하여 본 해석에서는 Gmax를 고정된 값이 아닌, 존별로 연직응력의 함수로 입력하

는 방식을 취하였다.

금회 동적해석에서 적용한 입력정수는 <부록표 B.9>와 같다.

본 댐에 대한 동적해석은 우선 상시만수위 조건에서의 침투류 해석을 수행하여

침윤선과 간극수압 분포를 우선 구현하였으며, 그 후 정적인 초기 응력상태를 재하

한 뒤, 등가선형해석에 의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이력해석 결과를 반영

하여 최종적으로 Newmark Sliding Block Analysis에 의한 소성변형해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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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B.9> 동적해석시 입력정수

구 분
단위중량
( , kN/m³)

점착력
(c, kPa)

내부마찰각
(φ, °)

포와슨비
(ν)

최대전단
탄성계수주)

(Gmax)

G Reduction
& Damping
Ratio
Function

Face slab
Bedding

20.6 - 45.0 0.35
Built-in
dense sand

EPRI (1993)
sand

Transition
Filter

20.6 - 43.0 0.33
Built-in

dense Gravel
Rollins et al.
(1998) Gravel

Graded
Rockfill

19.6 - 43.0 0.32
MASW

(KISTEC2007)
Rollins et al.
(1998) Gravel

(Oversized)
Rockfill

18.6 - 41.0 0.32
MASW

(KISTEC2007)
Rollins et al.
(1998) Gravel

Upstream
blanket

17.7 19.6 30.0 0.43
Built-in
cohesive

Vucetic PI 15

Foundation - - - 0.20 109 kPa
선형탄성

(5% damping)

Reinforced
concrete

23.5 - - 0.12 11,658,345kPa
선형탄성

(5% damping)

주) 최대전단탄성계수 관련 Zone별 함수 적용

Gmax를 고정된 값이 아닌, 존별로 연직응력의 함수로 입력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Gmax 값은 QUAKE/W Program 내에 내장되어 있는 전형적인 함수를 생성

시켜 사용하였으며 기반암의 경우 비질량모델을 채택하고 댐체에 대한 FSI는 고려

하지 않았다.

라. 소성변형 형태

필댐의 등가선형해석기반 Newmark방식 소성변형해석은 지진중 사면활동 안전율

이 1.0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들에서의 사면활동량의 누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사면활동의 형태를 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너무 깊은 또는 너무 얕은

형태의 사면활동을 가정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면활동량을 검토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토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면활동형태를 Newmark방식 소성

변형해석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해석에서도 이에 준한 사면활동을 가정한

Newmark방식 소성변형해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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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B.12> 양호한 기초상 필댐 활동면 설정 예

(상하류사면의 락존만 통과와 코아부도 통과 경우)

마. 해석결과 분석

각 3개의 설계지진력과 MCE지진에 대해 Newmark 타입의 동적 소성해석을 수



부록B.  CFRD 내진성능 평가 예제

- 165 -

행한 결과 가장 많은 변형량은 MCE지진시(인공지진의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에 발생되었으며 발생된 최대소성변위는 6.9cm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부록표 B.10> 및 < 부록그림 B.12∼15 > 참조).

발생된 소성변형량은 허용 소성활동량(설계지진력시 60cm, MCE지진시 100cm)에

비해 미소하므로 댐의 월류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발생된 활동도 댐의 하

류측 어께에서 시작된 얕은 활동의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침투파괴의 우려가

없어 댐체는 가능최대지진에 대해 “저수기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표 B.10> MCE지진시 최대소성변위

구 분 소성변형 형태
최대소성변위
(cm)

최대소성
변위(cm) :
6.9

인공지진

상류사면에서 활동 시작 2.5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4.6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 4.7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 6.9

경주지진

상류사면에서 활동 시작 1.4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2.7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 3.3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 3.9

포항지진

상류사면에서 활동 시작 1.7

상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2.8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깊은 활동 4.1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 5.1

<부록표 B.11> 필댐 제체의 성능 판정결과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성능 판정결과

필 댐체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댐체 높이를 1m
낮추는 영구 활동
변형량 발생여부

OK

지 진 후
지 체 파 괴 방 지
가능 상태

활동면을 따른
침투파괴발생여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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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mark 타입의 동적 소성해석 후 계산된 활동량과 활동면의 형상 및 활동

원점에 대한 기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댐의 침하량을 계산할 때는 아래를

참조한다.



부록B.  CFRD 내진성능 평가 예제

<부록그림 B.13> 인공지진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의 변형량

<부록그림 B.14>  경주지진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의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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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B.15> 포항지진 하류어께에서 활동 시작 - 얕은 활동의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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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콘크리트댐 내진성능 평가 예제

1. 상세 1단계 평가

상세 1단계 평가 시 액상화에 대한 간편검토 후 유사정적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콘

크리트댐의 안정해석과 응력해석을 실시한다. 이때, 액상화에 대해 만족하지 않거나

안정에 관한 최소안전율이상의 안전율이 확보되지 않거나 발생되는 응력이 허용응

력보다 크면 상세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본 콘크리트 중력식 댐은 암반기초위에 설치되었으므로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본 댐은 내진특등급(평균재현주기 2400년), Ⅰ구역에 속하므로 S1상 수평지진계수

0.22를 사용하였다.

지진
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

계수(Z)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부록표 C.1> 지진구역계수(500년빈도 S1지반상)

내진등급  댐 재현주기

내진Ⅰ등급

사회/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댐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높이가 45m 이상이고 총저수량이 50백만m3 이상인 댐

2400년

내진Ⅱ등급 내진Ⅰ등급 댐 이외의 모든 댐 1000년

<부록표 C.2> 댐의 내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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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부록표 C.3> 위험도 계수

전도, 활동, 지지력에 대한 댐의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정기준

은 “댐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였다. 지진의 작용방향은 만수위

시는 하류측으로 저수위시는 상류측으로 하여 안전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함으로

서 댐설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부록표 C.4> 대표단면의 안정검토 결과

구  분
전도 (e )

(m )
활동

(안전율)
지반반력 ( tf/m 2 )

판 정 비 고
상류 하류

비월류부

기준치 e ≤ 7.86 S.F ≥ 4.0  ≦  ≦ 

저수위 6.82 67.16 112.65 7.97 O.K

만수위 6.99 4.95 6.37 109.52 O.K

주) 1. 전도에서 만수위시 (-)는 하중의 작용점이 도심을 기준으로 상류측에 위치함을 의미

2. 전도에서 저수위시 (-)는 하중의 작용점이 도심을 기준으로 하류측에 위치함을 의미

3. 지반반력에서 (+)는 압축, (-)는 인장을 의미

해석결과, 전도, 활동, 지지력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단, 본 예제는 이전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므로 정확한 지진력 적용에 따라 결과는

일부 달라질수 있으나 기본적인 계산과정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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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2단계 평가

가. 일반

상세 1단계 평가 시 유사정적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안정해석을 실시한 결과 만수

위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만수위시에 대해 상세 2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지진력

상세 2단계 평가에서는 붕괴방지수준의 단면설계지진력과 MCE지진력에 의한

시간이력지진하중을 적용한 동적해석을 수행한다. 단면설계지진력은 0.22g이며,

MCE지진력하에서 동적 소성해석시엔 4800년 재해도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댐은

재해도상 0.22g(S1지반상) 의 지진력 값을 가진다. 하지만 외국에서 10,000년 빈도

지진력을 MCE지진력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댐의 경우도 10,000년 빈도지진력을 채

택하여 외국의 댐 내진성능평가와 동일한 수준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 적용되는 지진력은 0.22×3.52/2.6 = 0.298g이다(10,000년 빈도 지진시 위험도계

수는 추세선분석을 통해 3.52로 결정하였다). MCE지진력에 의한 평가이므로 외국

의 사례를 따라 재해도를 이용시 구역계수에 의한 지진력의 80%이상이라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해석시 지진하중은 3가지의 지진파(인공지진, 경주지진, 포항지진)의 수평성분을

적용하였으며 이들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각 지진력은 아래와 같은 하중조합을 가지

게 하였다.

<부록표 C.5> 하중조합

지진별 하중조합 상․하류방향(X) 정적하중

Load Comb-1 + +

Load Comb-2  +

※ 수직지진력은 일본국토성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나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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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S1 암반 상 구조물에

대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5 % 감쇠비)은 아래와 같다.

<부록그림 C.1>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부록표 C.6>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구분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전이주기(sec)

  

수 평 2.8 0.06 0.3 3

댐설계기준에 의하면 포락함수에 따른 시간은 아래와 같이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개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진파는 우리나라의 지진규모를 감안하여 17초의 지속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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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s)

조
각
함
수

최
대
진
폭

<부록그림 C.2>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

<부록표 C.7>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

지진규모 상승시간 (  ) 강진동지속시간 (  ) 하강시간 (  )

7.0이상-7.5미만 2 12.5 13.5 
6.5이상-7.0미만 1.5 9 10.5 
6.0이상-6.5미만 1 7 9 
5.5이상-6.0미만 1 5.5 8.0 

5.0이상-5.5미만 1 5 7.5 

행안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생성된 인공지진파와 포항 및

경주의 대표적인 실 지진파를 스펙트럼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실제지진파를 <부록그

림 C.3> 에 나타내었다.

댐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인공지진파는 전체주기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의 90∼13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본 댐체의 추정된 고유주기는 약 0.17초였으므

로 개정기준에 따라 경주와 포항지진파는 spectral matching은 0.1초 이상 구간을

위주로 실시하여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탁월주기를 주 대상으로 보정하

였다.

[참조] 중력식 콘크리트댐의 고유주기는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으며 물과 기초

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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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T : 고유주기(초), H : 댐높이(ft), Es : 댐체의 탄성계수(psi)

R1 :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계수, Rf :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계수

인공 지진 지속시간 : 17초

경주 지진 지속시간 : 17초

포항 지진 지속시간 : 17초

<부록그림 C.3> 개정기준에 의한 지진파(단면설계지진력 작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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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물성치

동적안정 계산 시 적용한 단면과 하중조건은 아래와 같다.

<부록그림 C.4 > 해석단면

정수압 산정을 위한 수위는 상시만수위(EL.141.0 m)이며 퇴사압은 EL.90.0 m를 기

준으로 적용되었다. 양압력 분포는 댐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압공이 있는

양압력 분포식을 적용하였다. 빙압은 상시만수위에서 얼음두께까지 댐의 연직면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동수압은 Westergaard 동수압에 해당하는

수평방향 부가질량을 동수압으로 재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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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C.8> 동적해석 물성치

구 분 단 위 댐설계기준 금회 비 고

① 콘크리트 단위중량 kN/m3 23.0 22.26 기존 자료

② 퇴사 수중단위중량 kN/m3 - 7.85 기존 자료

③ 콘크리트내부마찰계수 - 1.0 좌동 댐설계기준

④ 콘크리트 순전단강도 kN/m2 기초접합면압축강도의 10% 좌동 댐설계기준

⑤ 퇴사압 kN/m2  좌동 댐설계기준

지반물성치는 아래와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

<부록표 C.9> 지반 물성치

단위질량
(kg/㎥)

탄성계수
(GPa)

점착력(c)
(MPa)

마찰계수(μ) 포와송비 비 고

2,750 53.5 1.77 1.0 0.2 경암

현행 및 개정 설계기준에 따라 콘크리트의 동적 탄성계수는 정적 탄성계수에 15 %

를 할증하여 적용하였으며, 동적 포와송비는 정적 포와송비(0.17)의 0.7배(0.12)와 같

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동적 전단탄성계수는 동적 포와송비와 동적 탄성

계수와의 관계식으로 구하여 적용하였다. 여타 물성은 이전 연구값을 사용하였다.

<부록표 C.10> 콘크리트 물성치

구 분
압축강도
(MPa)

단위질량
(kg/㎥)

동탄성계수
(GPa)

동전단탄성계수
(GPa)

동포와송비 비 고

Type A
(내부)

11.8 2,226 22.25 9.96 0.12

Type B
(외부)

17.6 2,226 25.47 11.40 0.12

감쇠비는 일본댐의 예를 따라 댐체의 경우 10%, 기초암반의 경우 5 %를 적용하

였다. 이들을 레일리 댐핑의 강성비례함수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댐체와 기초

지반 전체의 고유주기인 22.79(라디안/sec)를 사용하여 댐체는 0.008776, 기초지반은

0.00439를 β값으로 사용하였다(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댐체와 기초지반 각각의

고유주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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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안정해석은 대상 댐 및 기초지반과 자유지반 모델을 구성하고 제반 하중조

건을 적용하여 전도, 활동 및 지지력과 응력에 대한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방사의 영향을 반영하도록 기초지반의 바닥면과 측면에 dashpot을 설치하였으며 측

면의 dashpot은 자유지반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자유지반은 기초지반과 동일한 물

성을 가진 댐축방향으로 무한폭의 지반으로 구성하였다. dashpot의 물성은 본 댐의

경암지반을 반영하여 Vs와 Vp를 각각 2847(m/s), 4649(m/s)를 적용하였다.

라. 동적안정해석 평가기준

1) 전도에 대한 내진 안전성

전도에 대한 내진 안전성은 댐 저면에 작용하는 반력의 편심비(eccentricity ratio)

의 시간이력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편심비의 절대값이 1.0을 넘어가면 댐

-지반 경계에 작용하는 반력이 경계면 외부에 위치하여 전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편심비가 +1보다 크면 댐체 상류방향으로 전도, -1 보다 작으면 하류방향

으로 전도되고 편심비의 절대값이 0.33을 초과하면 댐 저면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

는 것을 의미한다(Chávez and Fenves 1993).

  



여기서,  : 댐-지반 경계에 작용하는 총 모멘트
 : 댐-지반 경계에 작용하는 총 수직력
 : 댐 저면 길이

2) 활동에 대한 내진 안전성

활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순 전단강도(점착력)는 암반과 콘크리트의 강도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해야 한다. 여기서는 콘크리트의 순전단강도 1.76 MPa를 사용하였으며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0 이상으로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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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F : 전단마찰 안전율 (≥1.0)
 : 댐 제체의 재료 또는 기초암반의 내부마찰계수
 : 댐 제체의 재료 또는 기초암반의 순 전단강도

∑ : 전단면에 작용하는 전 수직력
∑ : 전단면에 작용하는 전 수평력
· : 댐체 저면 면적

3) 지지력에 대한 내진 안전성

동적해석 시 댐체 저면의 절점에 나타나는 최대 압축응력을 검토하여 지지력에

대한 동적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4) 발생응력에 대한 내진 안전성

콘크리트의 동적 인장강도는 정적 인장강도의 1.5배를, 동적 압축강도는 정적 압

축강도의 1.15배를 적용하였다.

<부록표 C.11> 설계기준강도와 허용강도

구 분 압축강도 동압축강도  동인장강도 

Type A(내부) 11.8 MPa 12.65 MPa 2.94 MPa

Type B(외부) 17.6 MPa 20.24 MPa 3.59 MPa

 주) 동압축강도 :     동인장강도 :   ×     

마. 해석결과 분석

3개의 지진에 대해 동적 안전해석을 수행한 결과 지진발생시 본 댐은 댐체의 안

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1) 해석결과

동적안전해석에서는 동적 편심비(전도)와 활동에 대한 동적 안전율 및 최대 발생

응력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으며 지진발생시 본 댐은 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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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C.12> 동적안정해석 결과

검토 항목 지진파 안전 검토식 결과치
검토
결과

댐
설
계
기
준

동적
편심비
(e)

인공지진 |e|≤1 0.607 안전

경주지진 |e|≤1 0.550 안전

포항지진 |e|≤1 0.712 안전

최대인장
응력

( , max)

인공지진
σt,max≤3.59
(MPa)

3.22
(MPa)

안전

경주지진
σt,max≤3.59
(MPa)

2.53
(MPa)

안전

포항지진
σt,max≤3.59
(MPa)

3.18
(MPa)

안전

활동에
대한 동적
안전율

인공지진 Fs≥1.0 3.380 안전

경주지진 Fs≥1.0 3.633 안전

포항지진 Fs≥1.0 3.216 안전

최대압축
응력

(, max)

인공지진
σc,max≤20.24
(MPa)

2.62
(MPa)

안전

경주지진
σc,max≤20.24
(MPa)

3.05
(MPa)

안전

포항지진
σc,max≤20.24
(MPa)

3.51
(MPa)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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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인장응력 최대압축응력

해석모델

<부록그림 C.5> 동적안정 포항지진파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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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성해석법

상기 예제에서는 단면설계 지진력 작용 시 댐체의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며 MCE

지진력 작용 시에는 상기 검토방법(탄성해석법)에 의해 댐체가 불안전한 것으로 판

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엔 소성해석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아래에 그 예제

를 제시하였다.

소성 동적안정 계산 시 적용한 단면과 하중조건은 이전과 같다. 단, 양압력은 소

성해석법의 제반계수들이 유효응력기반이므로 해석시 반영하지 않았다. 댐체가 지

반에 강결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감쇠비는 일본댐의 예를 따라 15%를 적용하였

으며 소성해석을 위한 댐체만의 모델의 고유주기(1차 : 27.1 rad/s와 2차 : 60.3

rad/s)를 사용하여 일본국토성의 댐 소성해석 예를 따라 레일리 댐핑의 질량 및 강

성비례함수로 적용하였다(질량 5.5818, 강성 0.00344).

해석모델은 Smeared crack model을 개선한 DPM(Damaged Plasticity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때, Dilation angle은 Konya 댐의 예를 따라 36.31로 하였으며 여타

값은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사용하였다. 연직지진은 수평지진의 0.77배를 적용하였다.

내부 콘크리트의 압축특성은 동적압축강도의 절반강도에서 소성이 발현된다고 가

정하고 압축강도시 변형율은 Konya 댐의 예를 따라 0.001로 하였다. 콘크리트의 인

장특성은 안전을 위해 정적강도를 적용하여 Tension stiffening(strain softening)

curve를 이중 직선이 아닌 단일직선으로 가정하여 GF는 조골재최대치수 150mm를

감안하여 적용하였다. 외부 콘크리트도 동일한 개념으로 소성특성을 규정하였다. 콘

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수평타설이음에서의 강도가 일반 타설부에 비해 적을 수 있으

므로 보수적으로 정적 쪼갬인장강도를 사용하였다(내부 1.96 MPa, 외부 2.39 MPa).

동적소성해석을 실시하여 상하류면 간에 연속된 인장균열이나 이음부의 개방으로

인해 제체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지 검토하였으며, 댐체의 압축파괴나 전단파괴를

일으킬만한 응력이 발생하는지 혹은 발생해도 국부적인 현상인지 검토하였다. 또한

발생된 균열이나 이음부의 열림에 저수지 물의 침투로 인해 제체의 분리현상이나

압축 또는 전단파괴를 일으킬만한 응력이 발생하는지 혹은 발생해도 국부적인 현상

인지 검토하였다.

3개의 MCE 지진에 대해 동적 해석을 수행한 후 가장 큰 변위를 유발하는 포항

지진파를 선정하였으며, 지진발생 시 본 댐은 상하류면 간에 연속된 인장균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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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부의 개방으로 인해 제체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지 검토되었다. 포항지진 시

댐체 저면에서 인장균열이 하류측으로 발생되었으며 상류의 절곡부에서도 인장균열

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상하류면 간에 연속된 인장균열은 발생되지 않았

다. 댐체의 압축강도가 동적압축강도보다 매우 적어 댐체의 압축파괴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단파괴에 대한 검토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댐체 저면

에서 정적 전단강도와 일본 방식 양압력을 고려한 보수적인 국소전단마찰안전율을

계산한바, 인장균열발생 영역 하류측으로 약간의 영역에서 전단에 의한 손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영역이 적어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그림 C.6> 포항지진시 인장균열발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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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C.7> 포항지진시 최대압축응력 발생 상태(7.39 Mpa ≪ 20.24 MPa)

<부록그림 C.8> 포항지진시 댐체저면 국소전단마찰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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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생된 인장균열이나 이음부의 열림에 저수지 물의 침투로 인해 제체의 분리

현상이나 압축 또는 전단파괴를 일으킬만한 응력이 발생하는지 혹은 발생해도 국부

적인 현상인지 검토하였으며 이때 일본의 예를 따라 전단균열부는 발생되는 균열이

미소하여 저수지물에 의한 양압력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발생된 인장균

열에 저수지의 정수두가 모두 양압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인장균열발생부에

인장력으로 작용한바 인장균열은 약간 확대되었으나 상하류면 간에 연속된 인장균

열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때에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동적압축강도보다 매우 적어 댐

체의 압축파괴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단파괴에 대한 검토가 특히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댐체 저면에서의 정적 전단강도와 인장균열에 저수지의 정수두가

모두 양압력으로 작용한 국소전단마찰안전율을 계산한바, 인장균열발생 영역 하류측

으로 약간의 영역에서 전단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영역이 적

어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진후 인장균열부에 작용하는 저수

지물에 의한 양압력으로 인한 댐체의 지체파괴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록그림 C.9> 포항지진 후 저수지물 침투에 의한 인장균열발생 상태



부록 C.  콘크리트댐 내진성능 평가 예제

- 185 -

<부록그림 C.10> 포항지진 후 저수지물 침투에 의한 최대압축응력 발생 상태

(2.67 Mpa ≪ 20.24 MPa)

<부록그림 C.11> 포항지진 후 저수지물 침투에 의한 댐체저면 국소전단마찰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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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해석을 통해 본 댐체가 “저수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확

인하였다.

<부록표 C.13> 콘크리트댐 댐체의 성능 판정결과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성능 판정결과

콘크리트 댐체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댐체 저면을
상하류방향으로
관통하는 균열발생

여부
OK

지 진 후
지체파괴방지
가능 상태

발생된 균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붕괴유발

손상발생여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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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취수탑 내진성능 평가 예제

1. 상세 1단계 평가

상세 1단계 평가 시 액상화에 대한 간편검토 후 유사정적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취

수탑의 안정해석과 내하력해석을 실시한다. 이때, 액상화/안정해석에 대해 만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내하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세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본 취수탑은 암반기초위에 설치되었으므로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본 취수탑은 내진특등급(평균재현주기 2400년), Ⅰ구역에 속하므로 S1상 수평지진

계수 0.22를 사용하였다.

지진
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

계수(Z)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부록표 D.1> 지진구역계수(500년빈도 S1지반상)

내진등급  댐 재현주기

내진특등급

사회/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댐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높이가 45m 이상이고 총저수량이 50백만m3 이상인 댐

2400년

내진Ⅰ등급 내진Ⅰ등급 댐 이외의 모든 댐 1000년

<부록표 D.2> 댐의 내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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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부록표 D.3> 위험도 계수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1999) ”를 참조하여 취수탑

의 안정해석과 내하력해석을 실시하며 저수위는 만수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본 예제에서 검토상세는 표기하지 않았음으로 필요한 검토상세는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1999) ”를 참조한다.

2. 상세 2단계 평가

가. 일반

상세 1단계 평가 시 유사정적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취수탑의 안정해석과 내하력

해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전한 것으로 가정하여 상세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나. 지진력

상세 2단계 평가에서는 붕괴방지수준의 단면설계지진력과 MCE지진력에 의한 시

간이력지진하중을 적용한 동적해석을 수행한다. 단면설계지진력은 0.22g이며, MCE

지진력하에서 동적 소성해석시엔 4800년 재해도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댐은 재해

도상 0.23g(S1지반상)의 지진력 값을 가진다. 하지만 외국에서 10,000년 빈도지진력

을 MCE지진력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댐의 경우도 10,000년 빈도지진력을 채택하여

외국의 댐 내진성능평가와 동일한 수준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 적

용되는 지진력은 0.23×3.52/2.6 = 0.31g이다(10,000년 빈도 지진시 위험도계수는 추세

선분석을 통해 3.52로 결정하였다). MCE지진력에 의한 평가이므로 외국의 사례를

따라 재해도를 이용시 구역계수에 의한 지진력의 80%이상이라는 조항은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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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해석시 지진하중은 3가지의 지진파(인공지진, 경주지진, 포항지진)를 적용하였으며

이들의 방향성을 고려하였다. 연직지진은 수평지진의 0.77배를 적용하였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S1 암반 상 구조물에

대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5 % 감쇠비)은 아래와 같다.

<부록그림 D.1>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부록표 D.5>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구분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전이주기(sec)

  

수 평 2.8 0.06 0.3 3

댐설계기준에 의하면 포락함수에 따른 시간은 아래와 같이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개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진파는 우리나라의 지진규모를 감안하여 17초의 지속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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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s)

조
각
함
수

최
대
진
폭

<부록그림 D.2>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

<부록표 D.6>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

지진규모 상승시간 (  ) 강진동지속시간 (  ) 하강시간 (  )

7.0이상-7.5미만 2 12.5 13.5

6.5이상-7.0미만 1.5 9 10.5

6.0이상-6.5미만 1 7 9

5.5이상-6.0미만 1 5.5 8.0

5.0이상-5.5미만 1 5 7.5

행안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생성된 인공지진파와 포항 및

경주의 대표적인 실 지진파를 스펙트럼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실제지진파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댐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인공지진파는 전체주기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의 90∼13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본 취수탑의 추정된 고유주기를 감안하여 경

주와 포항지진파는 spectral matching은 0.1초 이상 구간을 위주로 실시하여 원본파

형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탁월주기를 주 대상으로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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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진 지속시간 : 17초

경주 지진 지속시간 : 17초

포항 지진 지속시간 : 17초

<부록그림 D.3> 개정기준에 의한 지진파(단면설계지진력 작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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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물성치

동적 계산 시 적용한 단면은 아래와 같다.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기초형식 : 직접기초

- 기초 크기 : 21.5 m X 21.8 m

- 구조물 높이 : 50.5 m 둑마루 표고 EL 268.50 m

- 상시만수위 : EL 263.50 m

<부록그림 D.4> 취수탑 검토단면



부록 D.  취수탑 내진성능 평가 예제

- 193 -

<부록그림 D.5> 취수탑 도면

(1) 콘크리트 물성치

콘크리트의 동적 탄성계수는 “U.S. Army Corps(EM 1110-2-6053, 2007)” 자료를

근거로 정적탄성계수에 15%를 할증하여 적용하였으며, 동적 포아송비는 정적 포아

송비의 0.7배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동적 전단탄성계수는 동적 포아송비와 동적 탄성계수와의 관계

식으로 구하여 적용하였으며, 감쇠비는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3∼5%정

도로 알려져 있어, 본 취수탑의 경우는 저류수에 의한 감쇠효과를 고려하여 5%를

취하였다.

본 취수탑의 콘크리트 물성치는 이전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하였다.

압축강도

(MPa)

단위질량

(kg/㎥)

동탄성계수

(GPa)

동전단탄성계수

(GPa)
동포아송비

21.0 2400 31.98 13.44 0.117

<부록표 D.7> 콘크리트 동적 물성치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 194 -

(2) 콘크리트의 동적강도

콘크리트의 동적강도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여기서 동적 전단강도는 정적

전단강도의 1.0배, 동적 인장강도는 정적 인장강도의 1.5배를 적용하였으며, 동적 압

축강도는 정적 압축강도의 1.15배를 적용하였다.

압축강도

 

동압축강도

 

동인장강도

 

동전단강도


비 고

21.0 24.15 3.92 2.10

<부록표 D.8> 지진시 콘크리트의 동적강도 (단위: MPa)

적용범위
강도

비 고
응력 종류 MPa

콘크리트

동적강도

동압축강도    

동인장강도    ×  

동전단강도   × 

<부록표 D.9> 지진시 콘크리트의 동적강도 기준

(3) 철근 물성치

항복강도

(MPa)

탄성계수

(GPa)
포아송비 비고

400 200 0.3

<부록표 D.10> 철근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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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탑의 외부 동수압은 Westergaard식에 의한 값의 70% 정도로 보고, 내부동수

압은 수정Westergaard식을 적용하였다. 이때, 직선형 선택취수문비는 외부동수압만

을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은 Embedded Element 요소로 모델링하여, 콘크리트와 결합

된 거동을 하도록 하였다.

<부록그림 D.6> 취수탑 수치모형 및 철근 Embedded 요소

본 예제에서 고정하중으로 구조물 자중과 권양기 자중을 고려하였다.

구 분 질 량(ton) 비 고

Intake Gate Hoist 20.0

Safety Gate Hoist 4.0

Regulation Gate Hoist 55.0 2 sets

<부록표 D.11> 취수탑 권양기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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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비는 5%를 적용하였다. 이를 레일리 댐핑의 질량 및 강성비례함수로 적용하

였으며 이를 위해 방향별 고유주기인 1차 및 2차 모드의 5.26(라디안/sec) 및 11.82

(라디안/sec)를 사용하여 α값은 0.3641, β값은 0.005854를 사용하였다.

라. 동적안정해석

(1) 전도 안정성

전도에 대한 안정성은 구조물 저면에 작용하는 반력 편심비의 시간이력을 분석함

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 구조물-지반 경계에 작용하는 지진 하중에 의한 모멘트

 : 구조물-지반 경계에 작용하는 수직력

 : 구조물 저면 길이

편심비의 절대값이 1을 넘어가면 구조물-지반 경계에 작용하는 반력이 경계면 외

부에 위치하여 전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 활동 안정성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취수탑 기초와 지반과의 마찰저항력 만을 고려하였으

며, 내부 마찰계수는 0.7을 적용하였으며,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0 이상으로 하였다.

 ∑
·∑

여기서, SF : 전단마찰 안전율 (≥1.0)

 : 구조물 바닥의 내부마찰계수

∑ : 전단면에 작용하는 수직력 합

∑ : 전단면에 작용하는 수평력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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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적 안정성 평가결과

본 취수탑은 포항지진시 가장 큰 변형을 보였으나 수류방향 및 수류직각방향 모

두 전도, 활동 등에 안정하였다.

안정성항목 방향 포항지진 비고

전도(편심비)
수류방향 0.68 OK

수류직각방향 0.31 OK

활동(안전율)
수류방향 1.50 OK

수류직각방향 1.75 OK

<부록표 D.12> 취수탑 모델의 동적 안정성

수류방향 수류직각방향

수류방향 수류직각방향

<부록그림 D.7> 동적안정 포항지진파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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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D.8> 취수탑 도면

마. 소성해석법

해석모델은 Smeared crack model을 개선한 DPM(Damaged Plasticity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때, Dilation angle은 일본 산업성의 예를 따라 20로 하였으며 여타

값은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압축특성그래프는 일본건축학회식을 사용하였으며 동적압축강도의 약

1/3강도 이상에서 소성이 발현되어 압축강도시 변형율은 0.002, 소성변형율은

0.0016이 되었다. 강성잔류율 K는 일본 콘크리트시방서 제시값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인장특성은 평균응력-평균변형율 개념을 도입하여 은 0.0001, 은

0.0002을 취하였으며 C는 이형철근사용이므로 0.4를 취하였다. 강성잔류율 K를

  

 로 취했다. 콘크리트인장강도 적용시 안전을 위해 정적압축강도를 사용하

여 0.23fck2/3(MPa)로 계산하였다.

철근은 평균응력-평균변형율 개념을 도입하여 철근만의 Straining harding점의 변

형율(2% 가정)을 결정후 평균응력-평균변형율상 철근의 항복후 Straining harding

직선을 0.01Es(철근탄성계수)의 경사를 가지도록 취하여 평균응력-평균변형율상 철

근의 항복응력(364 MPa)과 항복변형율(0.00182)을 결정하였으며 강성잔류율 K를 1

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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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최대하중은 기초구조물과 취수탑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되었으며 이

지점에서는 콘크리트에 전반적인 인장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

지점의 철근에 생기는 최대 인장변형율은 0.00291으로 이는 본 취수탑 철근의 평균

응력-평균변형율상 항복시 변형율 0.00182의 2배이내의 값으로 거의 탄성영역에 가

까운 값을 주로 있다. 따라서 취수탑은 인장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점에 생기는 콘크리트의 압축변형율(최대 0.00192)은 본 취수탑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 변형율 0.002보다 작은 변형율만 생기고 있으므로 압축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초구조물과 취수탑이 만나는 지점에서 전단에 대해 검토

하였다. 전단은 휨전단이 지배하므로 최소폭인 유수직각방향폭을 유효깊이로 취한

위험단면에서의 최대전단력(유수방향 67 MN)을 구해 축력을 고려한 콘크리트만의

전단내하력(95 MN)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만으로도 충분한 전단내하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 부록그림 D.9> 포항지진시 콘크리트 인장균열발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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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그림 D.10> 포항지진시 철근인장변형율 상태(최대 0.00291)

< 부록그림 D.11> 포항지진시 압축변형율 상태(최대 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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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탑 교좌부가 지진중 관리교 교축방향 상류측으로 최대 5.1 cm의 변위가 발생

되나 교좌부의 길이를 고려할 때 낙교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교좌부의 지진중 관리교 교축방향 하류측으로 최대 2.4 cm의 변위가 발생되는데 관

리교와 취수탑의 설치이격을 고려시 이들의 충돌의 염려는 없는 상태였다. 지진후

잔류변위는 관리교 교축방향 상류측으로 1.7 cm 발생하나 교량의 교좌장치의 길이

를 고려할 때 지진후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양기 위치에서 지진시 최대 관성력은 수류방향 1.12g, 수류직각방향 1.32g, 연직

방향 0.35g가 각각 발생되었으며 이들 관성력이 권양기에 작용시 권양기앵커의 안

전성을 아래의 조건을 가정하여 검토한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부록표 D.12> 권양기 안전성 검토 조건

항 목 수량 항 목 수량

권양기무게(KN) 774 볼트갯수(개) 8

권양기연직방향 무게중심(m) 1.88 볼트단면적(mm2) 1216

볼트간격(m)(수류방향) 3.67 허용인장강도(Mpa) 235

볼트간격(m)(직각방향) 4 허용전단강도(Mpa) 135.7

<부록표 D.13> 권양기 안전성 검토 결과

구 분 발생응력(Mpa) 검토 결과 비고

수류방향 최대관성력 작용시
전단응력 89 < 135.7 OK

인장응력 12 < 235 OK

수류직각방향 최대관성력 작용시
전단응력 104 < 135.7 OK

인장응력 0.8 < 235 OK

연직방향 최대관성력 작용시
전단응력 43 < 135.7 OK

인장응력 미발생 OK

이에 따라 기계설비인 권양기는 지진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관리교하부

에 설치된 전기설비인 전선도 지진시 교축방향 변위를 고려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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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진후 기전설비의 작동성은 확보되어 있었다. 선

택취수문은 물속에 잠겨 있어 여수로 수문과 달리 한쪽방향으로 작용하는 정수압이

없이 지진시 작용하는 하중이 작으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취수탑의 지

진후 기초상부 ∼ 취수문비 문틀상단간의 잔류변위가 유수방향 1.7 cm, 유수직각방향

1.5 cm로 취수문비의 롤라와 문틀 구조물간의 이격거리를 감안시 작동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기의 해석을 통해 본 취수탑이 “비상대처기능”과 “용수활용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성능 판정결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작용력 ≦ 허용 내력

혹은 발생 변형 ≦ 허용변형
OK

지진 후 게이트가
개폐 가능한 상태

취수탑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변형량≦허용변형량 OK

설

비

수문 작동 가능 상태 주요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2배
보조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10배 OK

권양기,

조작반
작동 가능 상태 앵커 작용력 ≦ 허용 내력 OK

관리교 작동 가능 상태
변형량 ≦ 받침지지길이/2

변형량 ≦ 여유간격-온도변화량
OK

<부록표 D.14> 취수탑의 성능 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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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내진성능 평가표

1. 내진성능 평가 결과표

가. 필댐의 내진성능 평가 결과표

댐       명 길      이

관 리 주 체 높      이

위       치 준 공 년 도

형       식 시   공  사

저수지

유 역 면 적 총 저수용량

계획 홍수위 유효 저수용량

상시 만수위 계획 홍수량

저   수  위 최대 방류량

구   분 평   가   결   과

내  진

해  석

예  비
평  가

1단계
평 가

2단계
평 가

내진 성능

결  과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 204 -

나. 콘크리트댐의 내진성능 평가 결과표

댐       명 길      이

관 리 주 체 높      이

위       치 준 공 년 도

형       식 시   공  사

저수지

유 역 면 적 총 저수용량

계획 홍수위 유효 저수용량

상시 만수위 계획 홍수량

저   수  위 최대 방류량

구   분 평   가   결   과

내  진

해  석

예  비
평  가

1단계
평 가

2단계
평 가

내진 성능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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