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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식 의 지진시 안 검토에 한 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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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safety check of gravity dams at earthquake, there have been two types of analysis conducted simul-
taneously; one is stability analysis and the other stress analysis. But those are essentially the same calculation other 
than the former considers the dams rigid, while the latter considers the dams' dynamic characteristics which results 
in the amplification of response acceleration on the upper part of dam body. In this paper, the identity of those two 
methods is verified by example calculation in terms of stability check of gravity dam. It can be concluded that if 
stress analysis were performed, stability check of gravity dam could be accomplished with the results from stress 
analysis, removing unnecessary present dual calculation practice.
Key Words : gravity dam, stability analysis, stress analysis, earthquake

1. 서 론*

중력식댐의 지진에 대한 안전검토 시 그간 2가지 
방법에 의한 계산을 실시해 왔다. 한 가지는 댐체

의 안정계산이고 다른 한 가지는 댐체의 응력검토

이다. 댐체의 안정계산은 정력학적 방법에 의해 전

도, 활동, 지지력을 검토하는 방법이고 댐체의 응

력검토는 동력학적 수치모형에 의해 댐체에 발생되

는 응력이 허용응력이내인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진에 대한 댐체의 안전을 정력학

적 또는 동력학적으로 검토하는 차이가 있을 뿐 근

본적인 차이가 없는 방법이다. 즉, 댐체의 동적해석

을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응력검토와 

더불어 전도, 활동, 지지력을 검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연

구대상 댐에 대한 안정계산과 응력검토 후 이들의 

동일성을 증명하였다.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yongon@hknu.ac.kr

2. 안정계산과 응력검토의 비교검토

2.1. 안정계산

지진 시 댐체의 안정여부 판정을 위해, 댐체를 강

체로 가정 후, 균일한 지진계수가 댐체에 균일하게 

수평으로 작용 시, 전도, 활동 및 지반반력을 검토

하게 된다.
① 전도에 대한 안정

수직력과 수평력에 의한 합력이 댐체 저면중앙

의 편심거리 이내에 작용하여 상류측 저면에 연직

방향의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심거리(e)
를 제한한다.

편심거리:   



  (1)

여기서, e : 댐체 저면 중심에서 합력의 작용점

까지 편심거리(m)
L : 댐체 저면의 길이(m)
Mr : 저항 모멘트(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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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 전도 모멘트(kNm)
V : 수직력(kN)

② 활동에 대한 안정

댐체 저면의 활동에 대하여 최소 안전율을 확보

한다.

 

 (2)

여기서, Fs : 활동안전율

τo : 콘크리트 또는 암반의 전단강도(kN/m2)
L : 댐체 저면의 길이(m)
B : 하중계산시 고려한 댐체의 폭(m)
f : 콘크리트 또는 암반의 마찰계수

V : 수직력(kN)
H : 수평력(kN)

③ 지지력에 대한 안정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은 상류측 선단에서의 인

장응력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그 이외의 부

분은 허용 압축 및 인장응력을 넘지 않도록 한다.




   ․ 
  ± 

   (3)

여기서, q1, q2 : 지반반력(kN/m2)
V : 수직력(kN)
e : 댐체 저면 중심에서 합력의 작용점

까지 편심거리(m)
L : 댐체 저면의 길이(m)
B : 하중계산시 고려한 댐체의 폭(m)

2.2. 응력검토

지진시 댐체에 발생되는 응력이 허용응력 이하인

지를 검토하기 위해, 댐체의 동적 특성이 감안되도

록 유한요소법을 사용, 동력학적으로 댐체의 응력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지진하중은 댐 저면에 다중

모드하중 또는 시간이력하중으로 재하하게 된다.

2.3. 비교검토

안정계산 시나 응력검토 시에 정적인 하중(댐체 

자중, 정수압, 동수압, 수문 자중, 권양기 자중, 공
도교 자중, 양압력 등)은 같다. 지진 시엔 지진력에 

의해 수평관성력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데, Fig. 1
과 Fig. 2에서처럼 안정계산 시엔 이를 댐체 전체에 
걸쳐서 같은 정도로 발생된다고 보는 반면, 응력검

Fig. 1. Variation of seismic coefficient along height of gravity 
dam1).

Fig. 2. Comparison of seismic coefficients used in traditional 
design with the response spectrum of gravity dam1).

토 시엔 댐체 상단으로 갈수록 증폭현상이 발생된

다고 보는 것이 유일한 차이이다1).
이로 인해 댐체 상부에 발생되는 응력은 두 경우

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저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 안정계산 시 사용되는 전도, 활동, 지

지력 등의 기준의 무용론을 주장한 연구자도 있고2), 
응력검토결과에 의해 전도, 활동, 지지력 등이 계산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자도 있다3).
상기에서 보듯이 안정계산과 응력검토의 차이는 

지진하중이 댐 상부로 감에 따른 증폭현상을 감안

해 주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 같은 계

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응력검토결과에 

근거하여 안정계산 시 요구되는 전도, 활동, 지지력 
등의 계산에 필요한 바닥면에서의 연직 및 수평하

중 등을 구할 수 있다면, 지진 시 댐체의 안전여부 

판정을 위해 안정계산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전도에 대한 안정검토는 실제 지지력에 대한 안

정검토와 동일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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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and pertinent dimensions of dam.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수직력과 수평력에 의한 합

력이 댐체 저면중앙의 편심거리이내에 작용하면,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에서와 같이 상류측 선단

에서의 인장응력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되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댐편)4)에
서도 이들을 한 개의 평가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응력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댐체 저면에서의 

연직응력을 구할 수 있다면, 전도에 대한 안정과 지

지력에 대한 안정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 즉, 응
력검토결과에 의해 댐체 저면에서 구한 연직응력

이 압축응력뿐이라면 전도에 대한 안정이 확보되며, 
이들 압축응력이 허용압축응력이내라면 지지력에 

대한 안정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활동에 대한 안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댐체 저

면에서의 연직력과 수평력의 총합이 필요하다. 활
동에 대한 안정계산 시 여타 값은 고정된 값이므로 
이들만 구하면 되는데 이들은 응력검토결과에 의

해 댐체 저면에서의 반력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

다. 이들 반력값을 사용하여 안전율을 계산한 후 이 
값이 최소안전율보다 크다면 활동에 대한 안정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응력검토결과

에 근거하여 전도, 활동, 지지력을 계산한다면, 지진 
시 댐체의 안정계산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연구대상 댐체의 비교검토

3.1. 연구대상 댐체 일반현황

본 댐체의 전경 및 개요도는 Fig. 3과 같으며 관

련 물성은 Table 1과 같고 댐에 작용하는 주요하중

은 Table 2와 같다. 여기서, Hoist, Bridge, Gate 하중

은 시공당시의 기록인 설계서상의 값이며 여타 하

중은 Fig. 3과 같이 댐의 기하작적 크기와 모양을 

감안하여 주어진 수위조건 하에서 3차원적으로 피

Table 1. Material properties

Classification Concrete Underlying
rock

Reservoir
water Notation

Unit weight kN/m3 24 - 10 γc

Strength MPa 21 - - fck

Elastic modulus MPa 23,007 53,500 - Ec, Es

Poisson‘s ratio 0.2 0.2 - υ

Table 2. Loads on Dam

Classification Load(kN) Classification Load(kN)

Hoist 600 Hydrostatic pressure 13,862

Bridge 1,814 Hydrodynamic pressure 2,831

Gate 375 Dam 95,602

Uplift 38,635 Water on dam 1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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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ant loads on dam at earthquake

Classification Vertical 
load(kN) X(m) Resisting 

moment(kNm)
Earthquake 
coefficient

Horizontal 
load(kN) Y(m) Overturning 

moment(kNm)

Dam 95,602 18.995 1,815,921 0.09 8,604 6.594 56,731

Hoist 600 20.112 12,067 0.09 54 21.200 1,144

Bridge 1,814 29.000 52,632 0.09 163 20.000 3,266

Gate 375 14.000 5,250 0.09 33 15.500 523

Hydrostatic pressure - - - - 13,862 8.0 110,896

Hydrodynamic pressure - - - - 2,831 9.0 25,479

Water on dam 14,977 29.467 441,324 - - - -

Uplift -38,634 23.587 - - - - 911,282

∑ 74,734 - 2,327,195 - 25,548 - 1,109,324

Fig. 4. Loads on dam at earthquake.

어부위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한 후 Fig. 4에 보이

는 바와 같이 하중의 종류별로 표시한 값이다.

3.2. 안정계산결과

지진 발생 시 댐체에 작용하는 제반 하중은 Fig. 
4와 같다.

댐설계기준의 내진관련규정5)에 근거하여 본 댐

의 지진 시 지진계수는 0.09로 정하였으며, 지진 시 
동수압은 댐설계기준에 제시된 Westergaard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상기의 조건에 의해 지진시 

댐체에 작용되는 총 하중은 Table 3과 같다. 댐체

의 하류단 저부로부터 각 하중의 무게중심까지의 

수평 및 연직거리를 각각 구하여 X와 Y로 표시하

였으며 하중에 의한 휨모멘트를 계산하였다. 휨모

멘트를 댐의 안전성 측면에서 상승효과가 있는 저

항모멘트와 안전성 저하효과가 있는 전도모멘트로 

분류하여 하중, 하중까지의 거리, 모멘트를 Table 3
의 좌측과 우측에 모두 표시하였다.

Table 4. Stability analysis results on dam

Classification
Total force(KN) Sliding check

(Safety factor)
Compressive stress

(kN/m2)Vertical Horizontal

At earthquake 74,734 25,548 10.0 Max : 217
Min : 134

At normal 74,734 13,862 18.5 Max : 182
Min : 169

여기서, L = 35.38(m), B = 12(m), τo = 500(kN/m2), f = 0.6을 적용
하였다.

본 댐의 지진 시 및 평시의 안정계산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평시의 안정계산은 Table 3
에서 지진과 관련된 하중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정

적인 하중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3.3. 응력검토결과

댐체의 지진응력 해석시 Solid 요소를 이용한 3차
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모델은 탄

성범위 내에서 거동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프로

그램은 범용적이고 다양한 하중조건을 고려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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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jor natural mode shapes of dam.

델링과 전처리 및 후처리가 용이한 MIDAS를 이용

하였다. 댐체의 3차원 유한요소 모델 구성 후 경계

조건으로 암반스프링을 댐체 저면에 설치하였다. 
암반스프링은 기존 댐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

령6)을 참조하여 식 (4)와 같이 적용하였다.

 

 (4)

여기서, E : 기초지반의 탄성계수

ν : 기초지반의 프아송비

B : 기초지반의 폭

한편, 콘크리트의 동적 탄성계수는 정적탄성계

수에 25%를 할증하여 적용하였으며, 동적 포와송

비는 정적 포와송비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감쇠비

는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5%
를 적용하였다.

동수압은 지진발생시 유체가 댐체에 부가되어 일

체로 거동하는 것처럼 나타나므로, 부가질량으로 

환산하여 댐체에 부가하였다. 또한 수문, 권양기 및 
관리교도 지진 시 댐체와 일체로 거동하므로, 부가

질량으로 환산하여 댐체에 부가하여 댐체의 정확

한 동적거동을 산정하였다.
댐체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으로 지진계수 0.09가 

반영된 응답스펙트럼하중을 상․하류 방향으로 재

하하였다.

Fig. 5. Response spectrum modified to earthquake coefficient 
0.09.

고유치는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강성과 질량의 함수로 표현되며, 설계응답스펙트

럼 해석 시 선형 다자유도 진동계의 지진응답은 각 
진동모드를 중첩하여 계산한다.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결과는 해석모형에 대한 고유 진동모드의 개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요 모드의 포함여부와 적

정 수준의 질량참여도(Mass Participation)를 확인하

여야 한다.
따라서, 댐체의 상․하류 방향에 대한 주요 모드

형상 확인결과, 저주파영역의 4개 모드가 주요모

드였으며 이들을 통해 질량참여도를 90% 이상 확

보하였다. 이들 주요모드에 대한 자유진동형상은 

Fig. 6과 같다.
상기의 수치해석에 의해 본 댐의 댐체 저면에서 

발생되는 연직응력은 Fig. 7과 같고, 댐체 저면에서

의 반력 및 응력 등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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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action and stress comparison at the bottom of the dam

Classification
Reaction(KN) Sliding check

(Safety factor)
Compressive stress

(kN/m2)Vertical Horizontal

At earthquake 77,896/74,734 = 1.04 26,301/25,548 = 1.03 9.8/10.0 = 0.98 Max : 333/217 =1.53
Min : 32/134 =0.24

At normal 80,757/74,734 = 1.08 13,752/13,862 = 0.99 18.9/18.5 = 1.02 Max : 384/182 =2.11
Min : 25/169 =0.15

* Stress analysis result / Stability analysis result

Fig. 7. Vertical compressive stress distribution at the bottom of dam(top is at earthquake; bottom is at nomal).

Table 5. Reaction and stress at the bottom of the dam

Classification
Reaction(KN) Sliding check

(Safety factor)
Compressive stress

(kN/m2)Vertical Horizontal

At earthquake 77,896 26,301 9.8 Max : 333
Min : 32

At normal 80,757 13,752 18.9 Max : 384
Min : 25

여기서, L = 35.38(m), B = 12(m), τo = 500(kN/m2), f = 0.6을 적용
하였다.

3.4. 비교검토

지진 시 및 평시 댐체 저면에서의 동적해석에 의

한 응력검토결과와 정력학적해석에 의한 안정계산

결과를 Table 6에 비교하였다. 지진 시 및 평시 댐

체 저면에서의 연직력과 수평력의 각 합은 응력검

토결과와 안정계산결과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산

출하였다. 수직 반력의 비율을 보면 지진 시 1.04, 
평시 1.08이 각각 되며 수평 반력의 비율은 지진 시 
1.03, 평시 0.99로 되어 5% 이내의 오차범위에 있

는 것이 확인된다. 댐체 저면에서의 활동에 대한 

검토결과 또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활

동에 대한 안전율의 비율은 지진 시 0.98, 평시 

1.02로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다. 댐체 저면에서

의 압축응력의 최대․최소값은 큰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관찰된다. 지진시 최대값의 비율이 1.53인데 

비하여 최소값의 비율은 0.24이며 평시에도 최대

값의 비율은 2.11인데 비하여 최소값의 비율은 0.15
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안정계산결과는 바닥면 전

체에 대한 평균적인 응력분포를 가정한 반면, 응력

검토결과는 유한요소법에 의해 부위 별로 자세히 

응력을 계산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응력검토결과

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응력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상기에서와 같이 안정계산이나 응력검토는 지진

하중의 댐 상부로 감에 따른 증폭현상을 감안해 주

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긍극적으로 같은 계산을 하

고 있는 것이며 댐체 저면에서의 계산결과는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진 시 및 평시 댐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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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의 연직력과 수평력의 각 합은 응력검토결

과와 안정계산결과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

였다. 수직 반력의 비율과 수평 반력의 비율은 지

진시 및 평시에 각각 5% 이내의 오차범위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댐체 저면에서의 활동에 대한 검토

결과 또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활동에 

대한 안전율의 비율도 지진시와 평시 모두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다. 댐체 저면에서의 압축응력의 

최대․최소값이 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안정계

산에서는 바닥면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응력분포

를 가정한 반면, 응력검토결과는 유한요소법에 의

해 부위 별로 자세히 응력을 계산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응력검토결과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응

력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동적해석

에 의한 응력검토에 근거하여 전도, 활동, 지지력

을 계산한다면, 지진시 댐체의 안정계산을 위한 별

도의 정력학적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도 댐체의 안

정검토를 하는 방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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