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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assessment of seismic performance of the concrete gravity dam seismically reinforced by post-tensioned 

anchors. In order to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the response spectrum analyses have been carried out for 7 different configurations of the 

post-tensioned anchors, and then their performance improvement in the maximum tensile and compressive stresses is compared to each other. The

comparativ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layout of the post-tensioned anchors strongly influences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concrete gravity 

dam. In this study, the slightly-inclined vertical anchorage system shows the largest improvement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seismically- 

excited concrete gravity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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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댐 시설물은 농업, 수자원,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한 사회기반시설물로서 massive한 특성으로 인하여 지진에 

의한 관성력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지진에 다소 취약할 

수 있으며, 올해 발생한 7.0 규모의 쓰촨성 지진을 포함하여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들에 파손된 피해사례가 다수 보

고된 바가 있다. 이에 댐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평

가하는 것은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되며,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1-11)

.

기존 연구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

는 콘크리트 중력식 댐의 지진 안전성은 댐체의 동적 해석

을 통한 응력을 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적 안정 검토와 동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
. 따라서 내진성능의 보강효과를 알

기 위해서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응력의 변화를 관찰함으로

써 확인할 수가 있다. 댐의 동적 해석에서는 기존 자중, 퇴

사압, 양압력, 정수압 등 정적 하중과 지진관성력뿐만 아니

라 지진하중에 의한 유체의 동적 효과, 즉 동수압을 추가적

으로 고려하게 되며, 이는 Westergaard가 제시한 부가질량을 

통하여 근사적으로 모사할 수 있다
12)

. 이에 기존 연구들에

서는 부가질량 근사법을 이용한 내진성능 평가에 대한 이

론적․실험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3,7,9)

.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중력식 댐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

한 앵커리지공법의 적용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내진성능 

향상의 정량적 평가는 전술한 동수압을 고려한 동적 해석

법에 따른 댐체의 응력 저감효과에 기반하였으며, 최적 성

능을 얻고자 앵커리지의 시공방안에 따른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앵커리지의 시공방안은 강선의 배치형상

을 달리하면서 총 7가지를 고려하였으며, 이로부터 내진성

능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최적 보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ig. 1. Finite element model of dam monol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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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장재를 이용한 댐의 내진보강 앵커공법

2.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대상 댐은 높이 69 m의 콘크리

트 중력식 댐으로서 댐 축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댐체의 특

성에 따라 폭 16 m 의 댐 구조물(monolith)을 대상으로 Fig. 

1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모델(finite element 

model)은 총 9822개의 노드, 8670개의 solid 요소, 570개의 

지반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해석모델은 탄성범위 내

에서 거동한다고 가정하였다. 지반 스프링계수(ks)는 기존 

댐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 요령에서 제시하는 정적계수 

산정식 

 을 사용하였다

8)
. 댐 모델링은 MIDAS/ 

CIVI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2. 긴장재를 이용한 앵커보강공법

기존 운용중인 콘크리트 중력식 댐의 내진성능 보강방

안으로는 크게 댐 제체의 보강과 기초 지반의 보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댐 제체의 보강은 재료적 보강과 

구조적 보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댐 제체의 구

조적 보강방안의 하나로서 긴장재(post-tensioned anchors)를 

이용한 앵커공법(anchorage method)을 고려하고자 한다
13)

. 

이는 콘크리트 댐의 마루부와 기초 사면을 케이블로 긴장

한 후 정착시킴으로써 댐 제체 내부에 발생하는 압축력에 

의하여 내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이 때 내진성능 개

선효과는 Fig. 2와 같이, 장착되는 앵커케이블의 배치형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케이블에 따른 긴장력의 크기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먼저 합리적인 긴장력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연

구로서 수직 케이블 배치(type IV)에 대하여 31개, 41개, 

51개, 61개의 강연선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지진응답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로부터 내진성능 향상효과가 

일정 수준이상 나타날 수 있는 61개의 강연선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사전연구에서 도입한 강연선은 SWPC 7

연선 15.2 mm로서 개별 공칭 단면적은 138.7 mm
2
, 항복

강도는 196.2 MPa, 극한강도는 235.4 MPa의 기성품을 사

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강연선은 내부 Post-tensioned 

bonded cable로 모델링하였으며, 초기 긴장력은 항복강도의

Original Dam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Type V Type VI Type VII

Fig. 2. Layout of post-tensioned anchors.

2/3인 164.8 MPa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앵커케이블의 내진성능 개선효과는 동일한 케이블

을 적용하더라도 케이블의 적용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Fig. 2에서 제시한 7가지 경우를 고

려하고자 한다. 참고로 Fig. 2에서 수직배치로부터 좌우로 

미소한 각도 변화에 따라 Type III, IV, V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강선의 수직배치로부터 좌우로의 각도 변화에 따라 응

력분포 및 성능이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일한 케이블 용량(61개 강연선) 하에서 케이블 적용 형상을 

달리하면서 댐체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산정하고 그 변

화양상을 통하여 케이블 배치형상에 따른 내진성능 개선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동수압을 고려한 댐의 지진응답해석

콘크리트 중력식 댐의 내진성능 평가방법으로서 동수

압을 근사하는 Westergaard의 부가질량을 댐 제체에 추가

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로부터 지진응답 스펙트럼 해석방

법을 통하여 댐 제체의 응력기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기

법이 제시된 바가 있다
3)
.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해석방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적용하중 및 해석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지진응답해석은 크게 동적 지진하중을 등가의 정적하중

으로 고려하는 유사정적해석방법과 실제 식 (1)의 2차 상미

분방정식을 다루는 동적해석방법이 있다. 

MxCx Kx M

 x

g
 (1)

여기서, 행렬 M, C, K는 각각 댐 구조물의 질량, 감쇠 및 

강성을 나타내며, x , x , x는 이에 상응하는 가속도, 

속도 및 변위 응답을 나타낸다. x
g
는 지진가속도의 시

간이력이다. 

실제 지진과 같은 동적하중 하에서 하중과 댐체의 상

호작용 및 주파수특성에 따른 응답증폭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동적해석방법이 요구된다. 동적해석방법은 크게 

시간영역에서의 직접적분법과 주파수영역에서의 스펙트

럼해석법이 있다. 두 방법 모두 모드중첩법과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식 (1)과 같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하여 

고유치해석(eigenvalue analysis)을 통하여 시스템의 지진응

답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고유주파수 및 고유모드(벡터)를 

산정한다. 그리고 각 모드별 시간이력해석 또는 스펙트럼

해석을 수행한 후 각 모드별 응답을 취합함으로써 전체 구

조계의 응답을 산정하게 된다.

시간이력해석은 실제 지진파의 가속도 시간이력으로부터 

식 (1)과 유사한 형태의 모드별 운동방정식을 수치적분함

으로써 모드별 응답(변위, 속도, 가속도)을 구하고 이를 고

유모드벡터와 취합함으로써 전체 구조계의 응답을 산정

하는 방법이다. 이는 주어진 하나의 지진가속도에 대하여 구

조물의 시간이력응답을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특정지진에 

대한 최대응답보다는 다양한 지진이력에 대한 반복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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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해석을 통한 평균적 응답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주파수영역에서의 응답스펙트

럼해석법은 각 모드별 고유주파수(또는 고유주기)에 상응

하는 지진력을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산정하고, 이를 

구조물에 다시 재하함으로써 각 모드별 지진응답을 구하고 

이를 SRSS 또는 CQC 모드중첩법을 통하여 전체 구조계

의 응답을 근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모드별 

고유주파수가 인접한 경우 SRSS방법은 오차가 크게 발생

하는 단점을 보이는 반면, CQC방법은 이를 보완하도록 고

안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진성능 평가에서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설계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을 적용하였으

며, 모드중첩은 CQC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해석에서 고

려한 전체 모드는 40개로서 고려하였으며, 이는 전체 질

량의 95% 이상의 모드 질량에 해당된다.

작용 지진력은 Table 1에 수록한 바와 같이, 지진가속

도를 각 방향으로 지배적인 경우에는 100%를 고려하였으

며, 나머지 경우에는 30%의 지진가속도가 작용하는 조합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3가지 하중조합에 대한 지진응답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7가지 긴장재 배치에 따른 최대응력 평

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때, 최대응력 결과는 Table 

1의 지진관성력뿐만 아니라 상시만수위 하에서의 자중, 정

수압, 퇴사압, 양압력 및 전술한 Westergaard의 부가질량

으로 치환한 동수압을 모두 고려한 해석결과이다. 표에서 


, 


, 


는 각각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작용하는 지

진가속도를 의미한다.

4. 내진성능평가

사전해석결과로부터 대상 댐구조물의 취약부위, 즉 가

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에 대

하여 각각 3곳을 선정하였으며, Fig. 3과 같다. 먼저 댐 상

Table 1. Loading cases of earthquake excitations.

case description X-dir. Y-dir. Z-dir. load combination

1 x-dominant 100% 30% 30% 1.0 


+ 0.3


+ 0.3


2 y-dominant 30% 100% 30% 0.3 


+ 1.0


+ 0.3


3 z-dominant 30% 30% 100% 0.3 


+ 0.3


+ 1.0


Fig. 3. Critical sections in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

류의 바닥부(critical section 1), 중단부(critical section 2) 및 

웨어(weir)와 피어(pier)의 접합부(critical section 3)에서 가

장 큰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월류부 피어-웨어 접합부(critical section 4)를 포함한 하류 

중단부(critical section 5) 및 바닥부(critical section 6)에서 

가장 큰 압축응력이 발생하였다.

총 6군데 위험단면에 대하여 응력평가결과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먼저 Fig. 4는 보강 전 댐과 Fig. 2에 제시한 7가

지 보강방안을 적용한 댐의 위험단면 1~3에서 발생하는 최

대 인장응력 결과를 비교 도시한 결과이다. 각 경우의 첫 번

째 막대는 Table 1에 제시한 하중조합 1, 즉 X방향 지진력 

100%와 Y방향과 Z방향 지진력 30%를 고려한 응답을 나

타내며, 두 번째 막대는 하중조합 2, 세 번째 막대는 하중

조합 3에 해당한다.

먼저 Fig. 4(a)에서 알 수 있듯이, 보강 전 댐 구조물에

서는 3가지 하중조합에 대하여 상류부 바닥면(critical 

(a) critical section 1

(b) critical section 2

(c) critical section 3

Fig. 4. Comparison of maximum tensile stresses between original 

dam and 7 anchor-reinforced 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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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에서 각각 0.77 MPa, 0.46 MPa, 0.51 MPa의 최대 

인장응력이 관측되었다. 이에 대하여 가장 큰 응력저감효

과는 Type V 보강시스템에서 관측되었으며, 각 하중조합

에 대하여 최대 16.5, 13.2, 13.1%만큼 인장응력이 감소되

었다. 한편,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최대 인장응력은 X방

향의 지진력을 100% 고려한 하중조합 1(load case 1)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이는 상류 중단부

(critical section 2)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Fig. 4(b)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응력의 저감효과는 다소 상

이한 경향을 보이는데, 상류 중단부(critical section 2)에서

는 최대 응력저감효과가 Type II 보강시스템에서 관측되

었으며, 감소율은 각각 34.4, 35.6, 53.0%으로 평가되었다. 

하단부(critical section 1)에서는 모든 보강시스템이 보강전 

댐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소폭으로나마 줄이는 경

향을 보인 반면, 중단부(critical section 2)에서는 보강시스

템 VI과 VII에서는 오히려 응력이 증폭되는 결과를 보였

다. 이는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ype VI과 VII에서

는 강선을 긴장함으로써 상류 중단부에 오히려 인장응력

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4(c)에서 관측할 수 있듯이, 월류부 피어 접

합부(critical section 3)에서는 최대 인장응력이 Load Case 

2인 Y축 지진력이 지배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를 보

인다. 보강전 시스템에서 최대 8.04MPa의 인장응력이 발생

한 반면 Type V 보강방안에서는 6.04MPa의 인장응력이 발

생함으로써 24.95%의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Type 

VI과 VII 보강시스템에서는 앞서와 동일하게 인장응력이 

오히려 증폭되었다. 따라서 인장응력의 감소율 측면에서는 

Type V 보강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Fig. 5는 압축응력 결과를 보강 전 댐과 7가지 보강방

안을 적용한 댐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압

축응력은 피어-웨어 접합부(critical section 4)에서 가장 크

게 관측되었다. 하중조합별로 살펴보면, Load Case 1에 대

해서는 하류 중단부(critical section 5)가 가장 크며, Load 

Case 2에 대해서는 피어-웨어 접합부(critical section 4)에

서 가장 큰 압축응력이 관측된다. 한편, 보강시스템에 의한 

압축응력은 강선의 긴장력으로 인하여 보강 전 시스템보

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류부(critical section 6)에서는 

보강시스템에 의하여 대부분 감소(Type V에서 최대 13.97%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는 반면, 중단부에서는 Type VI과 

VII에서 증가하고 나머지 보강시스템에서는 감소(Type I

에서 최대 18.09%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피어-

웨어 접합부(critical section 4)에서는 Type VI에서 각 하중

조합에 대하여 2.59%, 23.01%, 24.22%만큼 감소하고 Type 

VII에서 하중조합 2, 3(Load Case II, III)에 대하여 13.48%, 

21.22%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축응력이 증가하

였다. 특히, 보강방안 Type V에서는 보강 전 압축응력이 2.42 

MPa(Load Case 1)이었던 것이 4.11 MPa까지 증가함으로써 

최대 69.4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절대적 크기 측면

에서는 Load Case 2에서 보강시스템 Type IV에 의해 최대 

11.47 MPa의 압축응력이 관측되었다. 이는 어느 정도 예

(a) critical section 4

(b) critical section 5

(c) critical section 6

Fig. 5. Comparison of maximum compressive stresses between 

original dam and 7 anchor-reinforced dams.

측된 결과로서 강선에 의하여 도입된 긴장력은 댐체에 압

축력을 부가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인장에 의한 균열을 방

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압축력은 일정 수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록 압축응력이 최대 11.34 MPa

까지 증가될지라도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 수준을 고려

할 때, 이는 충분히 안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판단컨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강

선도입에 따른 보강시스템은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을 보

강전 최대 8.04 MPa에서 최대 6.04 MPa로 약 24.95%만큼 

감소시키면서도 압축응력을 보강전 8.97 MPa에서 11.47 

MPa로 충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강시스템의 내진성능 개선효과는 설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한 

댐에 대해서는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상류방향에 인접하여 

Type V형상으로 강선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댐의 

상류부가 갖는 약간의 곡선(경사)부에 최적 배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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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며, 만약 단면이 보다 큰 곡률을 갖는다면 긴장재를 중

립축에 최대한 가깝도록 배치하는 것이 압축력의 증대효

과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4)

. 긴장재를 이

용한 내진성능향상방안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상을 갖는 댐에 대하여 내진성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긴장재 배치를 가정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댐 축방향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어-웨어 접합부의 인장응

력과 같은 경우에는 앵커공법 한 가지 만으로 완전히 해

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 단면 접합부

에서 완화부분(haunch)설치, 공도교의 강성을 이용한 피어

의 횡방향 진동억제 효과 유발 등 설계 및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 중력식 댐의 내진성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앵커리지공법의 성능개선 효

과를 다루고자 하였다. 내진성능 향상의 정량적 평가는 응

답스펙트럼해석에 기반하여 모드중첩법을 접목하여 산정

된 댐체의 응력 저감효과로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동적해

석을 위하여 댐체의 관성력뿐만 아니라 댐에 저류된 물의 

동적효과, 즉 동수압도 등가의 부가질량으로 고려함으로써 

유체의 관성효과도 고려하였다.

대상 댐체에 대한 내진성능 개선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긴장재의 배치형상을 결정하고자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응력개선효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강선의 개수 및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

는 위험단면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강선의 배치형상을 달

리하면서 각 단면에 대한 최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을 산

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강선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은 압축응력을 다소 증가시키지만 최대 응력

수준은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해주면서 콘크리

트가 취약한 인장응력에 대하여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결

과를 보임으로써 효과적인 내진성능 보강방안이 될 수 있음

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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