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댐 여수로 보수 보강 사례

■

여수로 구조변경: 자유월류언 →자유월류언 + 수문조절부
교

량: B7.0m × L56.0m

여 수 로: B41.5m × L52.7m
보수보강: A = 2,179㎡
부 대 공: 가물막이 L= 113m
우회도로 L= 680m
댐하류 피해 복구공사 L=800m
진입도로 복구공사 L= 900m

2.1 댐축조시기

1989년 9월

2.2 댐형식

중앙차수벽형 석괴댐

2.3 높이

H= 39.5m,

2.4 유역면적

A= 125㎢

2.5 총저수량

11백만㎥

2.6 댐마루고

EL 698.50m

2.7 최고수위

EL 696.58m

2.8 계획 홍수위

EL 695.30m

2.9 상시 만수위

EL 672.00m

2.10 계획방류량

700㎥/s(200년 빈도×1.2) 2,140㎥/s(수문설치후)

L = 29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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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상의 분류

여수로 콘크리트 바닥면 세굴

2) 손상이 확인된 일시

2006년 8월

4) 손상이 발생한 위치

여수로 바닥부 및 옹벽부

5) 보수 보강

Water jet공법

6) 보수보강의 필요성

댐의 여수로가 공용한지 15년 이상 지난 구조물로서 콘크리트
부분의

노후화

및

열화가

심하게

진행되었으며,

여수로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태풍 루사 및 매미에 의한 가물막이
월류로 인하여 암석 등이 여수로 바닥과 충돌하여 많은 부분이
심하게 세굴 및 파괴된 상태였다. 더불어,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 이후에는 이전보다 유속 및 유량의 증가되어 세굴된
구조물의 파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사진 1> 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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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의 여수로는 태풍 루사 및 매미에 의한 월류로 인하여 여수로의 콘크리트의 바닥면
이 심하게 세굴된 곳이 많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여수로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일환으로 실시된 구조물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표 1]과 같다. 압축강도 시험은 슈미
트해머와 코아를 채취하는 방법 두 가지로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은 여수로 바닥 및 옹
벽부의 세굴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슈미트해머 측정
치 중 여수로 바닥 부분의 강도가 설계강도 대비 82.7%로 나타났다.

<사진 2> 여수로 바닥부 콘크리트 파괴 전경

<사진 3> 여수로 옹벽부 콘크리트 파괴 전경

<표 1> 여수로 콘크리트부 강도 시험 결과
구
슈미트해머
코아채취

분

개소
바닥
옹벽
바닥

60
60
3

강도(Mpa)
실측강도
설계강도(’89)
14.9
18
18.7
18
20.4
18

<사진 4> 슈미트해머를 이용한 강도 측정

강도비
82.7%
103.9%
113.3%

<사진 5> 강도 측정용 코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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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결과 여수로 바닥부는 전체적으로 마모 및 세굴이 진행되었으며, 철근이 노
출되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분이 많았으며, 벽체 부분은 부분적인 공동과 배면 공
동이 발생되었다. 특히 플립버켓 접합부는 열화에 의해 배면 표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보수보강 보다는 전체적인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댐의 유지관리
측면 및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로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진 6, 7]와 같이 파괴된 부분, 추가적인 열화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수
문 운영시 파손이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 보수 및 보강 구간을 선정하였다.

<사진 6> 보수보강 계획도

<사진 7> 보수보강 대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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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여수로 보수 보강을 위해서 C&P+폴리머 모르타르공법, Water Jet+고강도 콘크리트
공법, 인력치핑+폴리머 모르타르공법이 제안되어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당 현장은 구조물
의 훼손 정도가 심해서 철근깊이 이상으로 광범위(2,000㎡ 이상)하게 콘크리트를 파쇄하
고 보수 보강을 실시해야 하고, 타격식은 노후화된 구조물에 충격이 전달되어 2차적인 균
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Water Jet+고강도 콘크리트 공법을 현장의 여수로 보수보
강 방안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1) Water Jet 파쇄 공법의 정의 및 특징
물을 초고압, 초고속 상태의 제트류로 만든 후, 이를 해체 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에 분사해
열화된 콘크리트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는 공법으로서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선택적 제거: 물의 분사압력을 조절하여 콘크리트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부착력 증대: 표면이 요철형태로 콘크리트가 제거되며 철근의 손상은 전혀 없으므로
이 표면 위에 보강공사를 시행할 때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증대
시공성 향상: Robot을 이용하므로 품질이 균일하며 시공속도가 빠름(시간당 30㎥)
미세균열 제거: 초고압수가 미세한 균열에 의한 육안관찰이 안 되는 취약부위도 파
쇄하므로 제거된 표면에는 미세균열이 없음, 특히, 열화되지 않은 부위에는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음
회전반경이 중첩되어 절삭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음
최적절삭경사각도 유지(75~80°를 유지하므로 절삭 효율 증가)
후진 폭(Back Distance)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작업속도가 증가됨(직선이동식의 1.7배)

<사진 8> Water Jet 파쇄 공법의 파쇄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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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ter Jet 파쇄 공법 시공
(1) 장비 제원

(2) 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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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의 여수로는 공용한지 15년 이상 지난 구조물로서 콘크리트 부분의 노후화 및 열화가
심하게 진행되었으며, 여수로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태풍 루사 및 매미에 의한 가물막이 월
류로 인하여 암석 등이 여수로 바닥과 충돌하여 많은 부분이 심하게 세굴 및 파괴된 상태
였다. 이에 따라 보수 보강 방안을 검토하였고, Water Jet 파쇄 공법을 이용하여 보수 보강
대상 구간(A = 2,179㎡)을 100㎜ 깊이로 파쇄 후 고강도 콘크리트 타설로 마무리하는 공
법을 채택하여 시공 완료하였다. 시공 결과, 여수로의 추가적인 열화 등에 의한 추가 보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Water Jet 파쇄 공법은 국내에서 댐 현장으로는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가
우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당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적극 사용 가능한 공법이라 판단되며,
공법 적용 효과를 크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열화된 부분의 집중적인 파쇄 가능(선별적 파쇄)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이 보강 가능
(인접한 곳에 중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 매우 적합)
완벽한 신구 콘크리트의 접합(부착강도 큼)
단시간의 파쇄작업 가능(파쇄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2개월 소요)

<사진 9> 보수보강 전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