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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현행 댐 안전 관리 체계는 주기적/정기적 

안전 점검 및 진단의 실시, 안전 점검 및 진단 결과를 

이용한 댐 제체 및 부속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조치 실시와 같은 일련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1). 한편, 선진국의 댐 안전 관리 체

계는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댐 안전 관

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3년 ANCOLD 

(Australian 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에서 위험

도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댐 안전 관리 Guideline을 제정된 

이후로 위험도 기반 댐 안전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빠르

게 이루어지고 있다2-3). 기존의 댐 안전 관리 체계와 위

험도 기반 댐 안전 관리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률

론적(probabilistic) 위험도를 안전 관리에 도입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는 점이다2-4).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

적/단기적 집중 호우 및 홍수와 같은 사건(event)들이 급

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래의 수리수문학적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1,4). 이에 따라, 우

리나라의 댐 안전 관리 체계도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요

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위험도 

기반 댐 안전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댐은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필댐, 콘크

리트 중력식댐 형식으로 대부분 건설되었으나, 대댐 

기준(높이 15.0 m 이상, 또는 높이 10~15 m로서 길이

가 2,000 m 이상, 또는 저수용량이 300만 ㎥이상)에 해

당되는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수는 전체 대댐 대비 약 

2%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5). 이로 인

해 위험도 기반 댐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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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주로 필댐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상

대적으로 콘크리트 중력식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콘크리트 중

력식댐이 주요 수계에 건설되어 있으므로5), 콘크리트 

중력식댐이 파괴되어 저수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는 주

요 수계의 하류 유역에서의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중력식댐에 대해서

도 위험도 기반 안전 관리 체계의 구축과 관련한 연구

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위험도 기반 파괴확률 산정 시 위험도(Risk)는 파괴

(Failure)의 발생 확률과 파괴의 결과의 곱으로 나타난

다4). 즉, 어떠한 파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파괴의 발생 확률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며, 이때 미

래의 불확실성은 파괴확률 산정 과정에서 확률적인 변

량으로 고려된다. 파괴의 발생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

는 각각의 파괴모드(유형)를 정의하고, 파괴 발생 여부

를 평가할 수 있는 파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

적으로 댐 설계 시 고려되는 홍수나 지진과 같은 외적 

하중의 산정 방식은 댐 형식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외

적 하중의 작용에 의한 댐체의 거동은 댐 형식 및 재료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위험도 평가에서 고

려하여야 할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파괴모드는 필댐 등

의 파괴모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위험도 기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는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파괴모드에 따른 파괴 기준과 

그에 적합한 파괴확률 산정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위험도 분석을 위

한 파괴모드를 정의하고, 홍수 시 댐의 수위 변화에 따른 

파괴모드의 발생 확률을 확률론적으로 산정하였다. 우선 

국내외 콘크리트 중력식댐 관련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

하여 발생가능한 파괴모드와 그에 따른 한계상태방정식

을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위치한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월류부와 비월류부 한 블록씩을 대상으로 하

여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환경 변수들을 확

률적으로 정의한 뒤, 수위 변화에 따른 각 파괴모드의 

발생확률을 First-order reliability method(FORM)와 Monte 

Carlo Simulation(MCS)을 이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수위 

변화에 따른 예제 댐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2.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홍수 시 파괴모드 및 

한계상태방정식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어떤 상태를 파괴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파괴는 반드시 물리적 파괴 상태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특정한 기준(예: 허용응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파괴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파

괴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

다. 본 장에서는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내/외의 파괴 기준을 바

탕으로, 실제 콘크리트 중력식댐에 대하여 활용가능한 

홍수 시 파괴모드와 그 한계상태방정식을 제안하였다.

2.1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파괴 원인 및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붕괴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붕괴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10). 1995년 

ICOLD(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에서는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붕괴 사례들을 조사하여 붕괴 발

생 원인을 보고하였다11). 그에 따르면 전체 붕괴 수의 

50% 이상이 기초 지반의 불충분한 전단강도나 내부 침

식 등과 같이 댐 기초부 및 양안 접속부(Abutment)와 관

련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류, 양

압력 등도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또한 기초부와 접속부

의 파괴, 월류, 양압력, 콘크리트 균열이 가장 주요한 붕

괴 원인이라 보고한 바 있다12).

국내/외 댐 설계 기준 등에서 정의하는 콘크리트 중

력식댐의 파괴모드는 ICOLD 및 FEMA에서 분석한 붕

괴 원인들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파괴모드로서, 크

게 전도(Overturning)와 활동(Sliding), 과응력(Overstress)

과 관련한 파괴모드로 나눌 수 있다13-14). 전도는 댐 전

체 또는 댐체의 부분 콘크리트 블록의 전도를 유발하

는 전도모멘트가 이 전도에 저항하는 복원모멘트보다 

클 경우, 댐체의 하류나 상류 끝단(Toe)를 기준으로 뒤

집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활동은 댐 상류의 수위가 높

아지면서 상류의 물과 퇴적토의 횡압력이 기초부의 마

찰력을 넘어서면서 댐 전체 또는 댐체의 부분 콘크리

트 블록이 미끄러지는 경우를 말한다. 과응력은 다른 

파괴모드와는 달리 국부 파괴모드(Local Failure Mode)

로서, 댐체 전체의 즉시적인 파괴가 아닌 댐체 내부나 

댐체와 기초 연결부에 균열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과

응력이 발생하면 균열부에 물이 유입되어 댐체에 양압

력(Uplift Pressure)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댐체 

전체 또는 균열부 상부 콘크리트 블록의 전도나 활동 

파괴가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의 댐 설계 기준에서는 

과응력을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중요한 파괴모드로 고

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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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파괴모드별 한계상태방정식

한계상태식은 저항(Resistance)와 외력(Force)의 함수

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1)

위의 세 가지 파괴모드에 대하여 국내의 댐 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1)과 댐 설계 기준13), 미국

의 FEMA12), 일본의 JCOLD(Japan Commission on Large 

Dams)15), 캐나다의 CDA(Canadian Dam Association)16), 

스웨덴의 RIDAS(Swedish Hydropower Industry)17)의 콘

크리트 중력식댐 파괴모드별 안전성 평가 기준을 고려

하여 산정한 각 파괴모드별 한계상태방정식(Limit State 

Function)은 다음과 같다. 

(1) 전도 (Overturning)
전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 기준식은 모멘트 안전

율 또는 편심 거리가 많이 이용된다. 모멘트 안전율의 

경우 Fig. 1(a)와 같이 외력에 해당하는 전도 모멘트

()와 저항에 해당하는 안정 모멘트()를 이용하여 

(a) Moment Safety

(b) Allowable Eccentricity

Fig. 1. Failure mode: Overturning.

한계상태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한편, 전도의 경우 Fig. 1(b)와 같이 합력 작용점의 

편심 거리에 따라서도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며, 다음

과 같은 한계상태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에서 는 허용 편심 거리(일반적으로 )이며, 

은 기초면의 길이, 는 댐 기초면에 작용하는 수직력이

다. 참고로 Fig. 2에서 는 댐의 자중(Weight), 는 양압력

(Uplift Force),  , 는 상류 물에 의해 댐체에 가해지는 

수평력과 수직력, , 는 하류 물에 의해 댐체에 가해지

는 수평력과 수직력, , 는 상류방향의 퇴적토에 의하여 

댐체에 가해지는 수평력과 수직력을 의미한다.

Fig. 2. Failure mode: Sliding.

(2) 활동(Sliding)
활동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 기준식은 전단마찰 안

전율을 주로 이용한다. Fig. 2와 같이 외력에 해당하는 

수평력의 합력( )과 저항에 해당하는 전단마찰력

( )을 이용하면 한계상태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이때  cos tantan


(가상 

활동 파괴면이 수평면과 경사각 를 이루는 경우), 또

는    (가상 활동 파괴면이 수평면인 

경우(  ))로 산정한다. 는 가상 활동 파괴면의 점

착계수(Cohesion), 는 가상 활동 파괴면의 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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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상 활동 파괴면의 면적으로 2D구조물의 경우 

과 같다.

(3) 과응력(Overstress)
과응력 관련 안전성 평가 시 기준식은 댐 기초 지반

의 지지력과 댐체 콘크리트에 대한 과응력에 대한 안

전성 평가가 주로 이용된다. 댐 기초 지반의 지지력의 

경우 보 모델을 기반으로 구한 응력식이 주로 이용되

고 있으며, 이 식으로 구한 최대 응력이 기초 지반의 

허용 지지력을 초과할 경우에 기초 지반이 파괴된 것

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외력에 해당하는 최대 응력

(max)과 저항에 해당하는 지반 허용 지지력 ()를 이

용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상태식의 유도가 가능하다. 

  max  





 ±

 



 (5)

댐체 콘크리트에 대한 과응력 평가는 인장 주응력

(또는 압축 주응력)과 허용 인장 강도를 많이 이용한

다. 따라서, 외력에 해당하는 최대 인장 (또는 압축) 주

응력(max)과 저항에 해당하는 허용 인장 (또는 압축) 

강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상태식의 유도

가 가능하다. 

  max (6)

3. 파괴확률 산정 이론 

3.1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FORM)
Ang and Cornell에 의해 제안된 2차 모멘트 신뢰도 

기법은 확률변수의 분포형태와 고차 모멘트를 고려하

지 않고, 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만을 이용하여 

파괴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6).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정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차 테일러 근사를 사용한다. 

  ≃ 








 
  (7)

여기에서 은 확률변수의 개수이며, 는 모든 확

률변수 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고차항을 고려하지 않

고 1차식으로 한계상태 방정식을 근사하면, 평균과 표

준편차의 근사값은 다음과 같다.

≃  (8)


≃









 
















 


 

∇∇


(9)

파괴확률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0)

  (11)

즉 신뢰성지수 를 갖는 설계점(Design Point)은 2차 

모멘트(Second Moment)까지 이용하여 표현한 한계상

태 방정식의 1차 근사 평균값에서 정의된다. MVFOSM 

((Mean Value, First Order Second Moment)은 사용하기 

간단하고 확률변수의 분포를 몰라도 되는 장점이 있지

만, 한계상태 방정식의 정의에 따라 변화하는 설계점

(과 그에 따른 신뢰성지수)을 찾게 되는 단점이 있다. 

Hasofer-Lind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복

기법을 이용하여 모든 동등한 한계상태 방정식에 대해 

같은 설계값을 찾는 수정된 방법을 제안하였다7). 이 방

법은 평균값 대신에 아래와 같이 설계점()에서 한계

상태방정식을 적용한다. 

 ∇∇


∇ 


(12)

일반적으로 이 설계점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설계

점은 Fig. 3에 나타낸 반복기법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

다8-9). 현재점에서의 한계상태 방정식의 접면(Tangential 

Plane, 붉은색 면)과 표준정규분포 도메인이 교차하는 

직선(파란 점선)을 구하고, 직선 상에서 원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 다음 단계(Step)의 확률변수 값이 된다. 이

때 한계상태 방정식의 값이 미리 정한 값(Threshold)보

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3.2 Monte Carlo Simulation (MCS)
한계상태 방정식이 비선형성이 크거나 매우 복잡하게 

정의되는 경우, 설계점의 결정이 쉽지 않거나 설계점으

로부터 산정한 확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Monte 

Carlo Simulation(MCS)은 확률변수의 시뮬레이션과 구조

계의 반복된 해석에 의한 구조계의 파괴확률을 직접적으

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념상으로는 간단하고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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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Hasofer-Lind iterative algorithm.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쉬운 기법이다9). 먼저 각 확률변

수의 확률분포에 따라 무작위로 값을 발생시키고, 발생

된 확률변수 값에 대응하는 한계상태 방정식의 값을 계

산한다. 이를 반복하여 만들어내는 한계상태 방정식 값

을 이용하여 파괴확률을 산정한다. 통상 파괴확률이 특

정 값에 수렴할 때까지 이 절차를 반복하며, 파괴확률 

값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OV)가 미리 정

해둔 값 이하가 되면 시뮬레이션을 중단한다. 

MCS는 계산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 급속

도로 발전한 컴퓨터 기술에 의해 대용량의 고속계산이 

가능해지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

한요소해석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얻어내는 한계

상태의 경우에는 FORM과 같은 신뢰성 해석을,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 한계상태의 경우 MCS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신뢰성 해석

을 수행하였다.

4.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파괴확률 산정

4.1 해석 예제

위의 파괴확률 평가 방법들을 바탕으로, 실제 국내

에 위치한 콘크리트 중력식댐인 A댐에 대하여 상류 수

위의 변화에 대한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Fig. 4는 실

제 A댐의 도면이며, 본 연구에서는 점선상자로 표시된 

월류부(Weir Section)의 Block 10과 비월류부(Non-weir 

Section)의 Block 5에 대하여 파괴확률 평가를 수행하

였다. 수위 변화는 A댐의 설계치(저수위 EL. 110m, 상

시만수위 EL. 141 m, 설계홍수시의 홍수위 EL. 145.0 

m)와 A댐의 최대 높이인 EL. 147.5 m를 감안하여, 저

수위인 EL. 110 m부터 최대 EL. 150 m 홍수시까지 상

류의 수위를 1 m씩 변화시켜가며 파괴확률을 평가하

였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하류에는 물이 없다고 가

Fig. 4. Drawing of dam “A”.

Fig. 5. Simplified model of Dam.

Table 1. Dimensions of simplified models

Dimension Block No.10 (m) Block No.5 (m)

 86.0 55.3

 14.0 6.2

 36.8 6.8

 24.7 6.0

 53.0 78.0

  114.5 114.5

  100.0 138.5

  147.5 147.5

정하였다. A댐의 월류부(Block 10)과 비월류부(Block 

5)의 단면은 해석을 위하여 Fig. 5와 같은 형태로 적절

하게 단순화되었으며, 그에 따른 단순화 모델의 길이 

및 높이는 다음 Table 1에 정리하였다. 

4.2 파괴확률 산정을 위한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파괴확률 산정을 위하여 두 가지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우선, 전도, 활동, 댐 기초 지반

의 지지력과 같은 파괴모드에 대해서는 댐체를 강체로 

가정하고, 댐에 관한 정보(형상, 재료특성 등)와 환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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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위, 퇴적토 높이 등)에 따른 외력을 계산하여 식 

(2)-(4)에 의해 파괴모드의 발생을 계산하는 MATLAB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댐의 정보 및 환경

변수는 확정변수와 확률변수로 구분하고, 확률변수의 

변화에 따른 MCS를 수행하여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반면 댐체 콘크리트에 대한 과응력 관련 파괴확률 계

산을 위해서는 ABAQUS를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FORM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FERUM(Finite Element Reliability 

Using MATLAB)18)을 ABAQUS와 연동하여 파괴확률 

산정을 수행하였다. ABAQUS는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

한 후 구조물의 중요 위치에서의 응력값을 FERUM으

로 넘겨주며, FERUM은 신뢰성 해석을 수행, 한계상태

식의 값과 그 미분치(Gradient)가 필요할 때 ABAQUS

로 현재의 확률변수 값을 넘겨준다. 아래에 각각의 소

프트웨어를 이용한 결과를 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4.3 전도, 활동, 댐 기초 지반 지지력 파괴확률 평가

전도, 활동, 댐 기초 지반 지지력 관련 파괴모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수위를 제외하

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거나, 설계치와 다를 가능성이 

높은 8개의 변수를 다음 Table 2와 같이 선정하였다. 

Table 3는 각 확률변수들의 확률 모델과 그 대표값(평

균, 표준편차 등), 그 산정 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MCS 기반 파괴확률 분석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수위를 변화시켜가며 MCS 기반의 파

괴확률 평가를 수행하였다. 파괴확률은 네 가지 한계

상태식(식 (8)-(1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각각의 

수위에 대하여 확률변수를 변화시켜가며 총 500만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able 2. Selected Random variables

Random variables Reason for selection

Mass density of concrete Subject to change during construction

Allowed support force of 
dam foundation

Subject to change due to deterioration

Friction angle of soil Difficult to determine

Adhesion force of soil Difficult to determine

Height of deposit soil Dependent on environmental condition

Mass density of deposit soil Dependent on types of soil

Friction coefficient of 
deposit soil

Difficult to determine

Discharge coefficient of 
drainage gallery Dependent on spillway performance

Fig. 6은 월류부에 대하여 얻은 파괴확률 곡선(Fragility 

Curve)을 나타낸 것이다. 수위가 증가할수록 전도(편심거

리)과 활동에 대한 파괴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전도(편심거리)에 대한 파괴확률은 설계홍수위

인 145 m를 넘어설 경우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활동은 수위 약 140 m 부근부터 점차적으로 증가

한다. 그러나 최고 수위(EL. 151 m)에서도 전도(편심거

리)에 의한 파괴확률은 1.46×10-3, 활동에 의한 파괴확률

은 2.81×10-4으로 여전히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전도(모

멘트)와 기초기반 지지력에 대한 파괴확률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 7은 비월류부에 대하여 얻은 파괴확률 곡선이

다. 수위가 증가할수록 전도(편심거리)에 대한 파괴확

률이 매우 큰 값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약 

142 m에서부터 파괴확률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

하며, 수심 151 m에서는 파괴확률이 약 0.7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전도(모멘트)는 약 149 m, 활동은 약 120 

Random variables Distribu-tion Distribution parameters Reason for selection

Mass density of concrete Normal
Mean: 2226 kg/m3

Standard deviation: 226 kg/m3
Mean: design value

Standard deviation: Reference19-21)

Allowed support force of dam foundation Normal Mean: 5×106 Pa
Standard deviation: 5×105 Pa

Mean: design value
Standard deviation: Reference19-21)

Friction angle of soil Normal Mean: 45°
Standard deviation: 7.2°

Mean: inspection result
Standard deviation: Reference19-21)

Adhesion force of soil Log normal
Mean: 1.77×106 Pa

Standard deviation: 1.24×106 Pa
Mean: inspection result

Standard deviation: Reference19-21)

Height of deposit soil Uniform 80.5m ~ 90.5m Design value

Mass density of deposit soil Normal Mean: 2000 kg/m3

Standard deviation: 200 kg/m3
Mean: design value

Standard deviation: Reference19-21)

Friction coefficient of deposit soil Normal
Mean: 30°

Standard deviation: 2.4°
Mean: design value

Standard deviation: Reference19-21)

Discharge coefficient of drainage gallery Uniform 1/3 ~ 1/5 Discharge in good condition: 1/3
Discharge in bad condition: 1/5

Table 3. Probability models of selected random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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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agility Curve of Weir Section.

Fig. 7. Fragility Curve of Non-weir Section.

m에서부터 파괴확률이 나타나며, 활동의 경우 수심 

151 m에서 파괴확률이 약 8.14×10-3으로 역시 작지 않

게 나타났다. 이는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점

착력의 확률 분포에서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

다. 기초기반 지지력에 대한 파괴확률은 나타나지 않

았다.

4.3 콘크리트 댐체 과응력 관련 파괴확률 평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댐의 응력 관련 파괴확률 

산정은 ABAQUS와 FERUM을 연동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Fig. 8은 ABAQUS를 이용하여 A댐의 월

류부를 그 기반 기초와 함께 모델링 한 것이며, 비월류

부도 유사하게 모델링되었다. 유한요소 모델은 콘크리

트 댐 부분과 하부의 지반으로 이루어지며 2차원 평면

응력을 받는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모델링에 사용한 A

댐의 재료 물성치는 Table 4와 같이 콘크리트와 지반

으로 나누어 정의하였으며, 모두 선형탄성으로 가정하

였다. 지반을 댐에 비해 충분히 크게 만들고 콘크리트 

댐체와 지반은 타이(Tie)로 결합함으로써, MATLAB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전도와 활동은 나타나지 않

도록 한 뒤 외력에 대한 콘크리트 댐체의 응력만을 파

괴확률 평가에 활용하였다. 

확률변수는 댐체의 과응력에 의한 파괴모드와 관련

이 있는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와 압력경감공지점의 배

수공 유효계수, 그리고 콘크리트의 실제 파괴와 밀접

Fig. 8. FE model of weir section.

Table 4. Properties of Dam “A” for FE modeling

Materials Properties Values

Concrete

Mass density 2,226 kg/m3 
(mean of the random variable)

Elastic modulus 25.47 GPa

Poisson ratio 0.117

Soil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17.6 GPa 
(mean of the random variable)

Mass density 2,690 kg/m3 

Elastic modulus 53.5 GPa

Poisson ratio 0.2

Table 5. Selected random variables for overstress

Random variables Distribution Distribution parameters

Mass density of concrete Normal
Mean: 2226 kg/m3, 

Standard deviation: 222.6 kg/m3

Coefficient of uplift pressure 
below drainage gallery Uniform 3/15 ~ 5/15

Ultimate strength of 
concrete Log normal Mean: 17.6 MPa, 

Standard deviation: 4.136 MPa

한 영향을 갖는 압축강도로 정하였으며, 각각의 확률 

분포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과응력 파괴모드의 한계

상태는 압축강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해석 

시 한계상태 방정식의 값이 압축강도에 가장 민감하다. 

따라서 3.1장에서 설명한 FORM의 반복과정을 수행 

시, 압축강도 변수가 너무 크게 변하게 되며 음수의 값

을 가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강도는 로그

정규분포를 갖도록 정의하였다.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는 ACI 214R-02로부터 결정하였다22). Good 상태의 표

준편차 500-600 psi 중 조금 더 보수적인 값인 600 psi

(약 4.14 MPa)로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정하였다. 

Figs. 9-10은 A댐의 월류부와 비월류부에 대하여 수

위를 141 m부터 151 m까지 변화시켜가며 과응력에 대

한 파괴확률 해석을 수행한 파괴확률 곡선이다. A댐 

월류부의 경우 파괴확률이 약 0.7×10-4~1.4×10-3으로 매

우 작게 나타났으며, 비월류부는 이보다 더 작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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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agility curve of weir section for overstress.

Fig. 10. Fragility curve of non-weir section for overstress.

났다. 콘크리트 댐과 같이 거대구조의 경우 정확한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의 확인이 쉽지 않아 표준편차가 상

당한 정도로 고려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과응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위험도 분석을 

위한 파괴모드를 정의하고, 댐의 수위 변화에 따른 각 

파괴모드의 발생 확률을 확률론적으로 산정하였다. 국

내외 콘크리트 중력식댐 관련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

하여, 전도(모멘트, 편심거리), 활동, 댐 기초 지반 지지

력, 댐체 콘크리트의 과응력의 파괴모드에 대하여 한

계상태방정식을 정의하였다. 국내에 위치한 콘크리트 

중력식댐을 예제로 선정하고, 수위 변화에 대한 파괴

확률을 FORM과 MCS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예

제의 경우 상시만수위(EL.141 m)까지는 거의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홍수에 의하여 수위가 그 이상으

로 올라갈 시 월류부에서는 과응력에 의한 파괴확률이, 

비월류부에서는 전도(편심거리)와 활동에 의한 파괴확

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홍수위(EL. 

145 m)를 넘어서는 경우, 비월류부의 전도(편심거리)에 

관한 파괴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에 따라 선행적인 보강 및 홍수 발생 시 충분

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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