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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 지진 즉 1996년 영월지진, 1997년 경주지

진, 1995년 일본 고베(Kobe)지진, 1999년 대만 지지

(JiJi)지진, 2015년 네팔지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

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조물의 피해도 증

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진에 의한 댐의 

전면적인 붕괴 및 손상 뿐 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의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댐의 내진 안

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2년 원자력 구조물에 대하여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

후에 1988년에 건축법에서 UBC(uniform building code) 

기준으로 된 내진설계 규정 도입을 기점으로 1992년에 

도로교시방서, 1996년에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내진설

계규정이 도입되었다. 댐의 경우 1979년 제정된 이후 

1983년과 1993년에 개정된 댐 시설기준에 지진관성력

(진도법)에 대한 적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

진설계 도입의 역사가 길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의 대

규모 댐 건설초기에는 일본의 댐 내진설계방법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설계진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도법에 의한 내진설계로 설계되고 있다. 현재 댐 시

설기준에 명시된 내진설계 규정은 설계기준이 명백하

지 않고 안전성에 대한 기준 또한 정적인 기준에 한정

되거나 지진 시 단순한 할증계수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댐 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내진 안전성 평

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1-3). 본 연구에서는 공

용 중인 댐 구조물의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댐의 활

동, 전도 및 허용응력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여 합리

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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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중력식 댐의 지진해석

2.1 해석 개요

구조물의 동적 지진해석에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지진파가 필수적이다. 지진파의 종류에

는 인공지진파 및 기록지진파가 있는데, 인공지진파는 

그 지역의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파를 발생시켜 사

용하지만, 실제적인 지진의 특성을 완전히 구현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3,4).

기록지진파는 세계적으로 기록지진파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각 지역의 지진 규모에 맟도록 조정

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지반의 특성 및 지진강도의 차

이 등이 있어 사용하기 전에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

다5). 그러나 기록지진파가 지진의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평가를 수행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록지진파를 이용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댐 구조물의 모델링은 3차원으로 댐의 형상을 완

전하게 모델링하였다. 사용한 해석 프로그램은 Strand 

7이며 사용된 요소는 3차원 solid element이다. 댐 하부

의 경계조건은 고정과 지반계수를 고려한 탄성지지 조

건을 사용하였다. 

2.2 지진해석에 사용된 지진파작성

본 연구의 구조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의해서 발

생하는 지진력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

라서, 10개의 기록된 지진파의 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

답스펙트럼과 동일하게 발생하도록 수치적 기법을 사

용하여 변조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지진기록에서 최

대 가속도를 포함하는 수평성분을 1 g로 환산하여 주

어진 설계응답스펙트럼특성에 부함하는 가속도 시간

이력으로 변환하였다(Fig. 1). 이렇게 변조된 지진파의 

시간이력은 동일한 응답스펙트럼을 가지게 되지만, 비

Fig. 1. PGA 1.0 g design response spectrum.

Table 2. Seismic wave converted acceleration time history

No. Seismic area

1  Northridge, beverly hills

2  San fernando,castaic-old ridge route

3  Loma pridta, ucsc link observatory

4  Mamoth lakes, long valley dam

5  Kobe

6  Loma prieta, intern,airport

7  Northridge, tarzana, cedar hill

8  Duzce, turkey, duzce

9  Loma prieta, wAHO

10  Imperial valley, cucapah

선형모델의 시간이력해석에서는 응답에서 차이가 발

생하게 된다. 만약, 구조물이 선형거동을 한다면 10개

의 지진파는 거의 동일한 응답을 발생할 것이다((Table 

1, 2, Fig. 2-11). 그러나 비선형거동에서는 지진파의 특

성에 따라 응답의 크기가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10

개의 지진파를 사용하여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

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Seismic class Risk coefficient (I) Area coefficient A Cs (max) S Ti (sec)

1st period
(1000year)

1.4

0.11 0.154 0.385
1.0(hard) 0.333 

1.2(soft) 0.437 

0.07 0.098 0.245
1.0(hard) 0.333 

1.2(soft) 0.437 

2st period
(500year) 1.0

0.11 0.110 0.275
1.0(hard) 0.333 

1.2(soft) 0.437 

0.07 0.070 0.175
1.0(hard) 0.333 

1.2(soft) 0.437 

주) A: acceleration coeff., Cs: max elastic seismic response coeff. S: ground properties, T1: time

Table 1. Input variable and spectrum for design response spectrum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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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vious (b) After

Fig. 2. Northridge, beverly Hills, Comp.: MU2035.

(a) Previous (b) After

Fig. 3. San Fernando, Castaic-Old Ridge Route, Comp.: ORR021.

(a) Previous (b) After

Fig. 4. Loma Pridta, UCSC Link Observatory, Comp.: LOB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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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vious (b) After

Fig. 5. Mamoth Lakes, Long Valley Dam, Comp.: I-LUL000.

(a) Previous (b) After

Fig. 6. Kobe, Comp.: NIS000.

(a) Previous (b) After

Fig. 7. (Loma Prieta, Intern,Airport, Comp.: SFO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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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vious (b) After

Fig. 8. Northridge, Tarzana, Cedar Hill, Comp.: TAR090.

(a) Previous (b) After

Fig. 9. Duzce, Turkey, Duzce, Comp.: DZC270.

(a) Previous (b) After

Fig. 10. Loma Prieta, WAHO, Comp.: WAH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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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 모델링

구조물의 내진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

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댐의 제체뿐만 

아니라 댐 전체에 대한 3차원 모댈 구조해석을 실시하

고자 하였으며, 이에 8절점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solid element를 이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

초지반의 강성을 고려한 탄성계수 값을 산정하여 해석 

시 지반을 고정과 spring으로 대치하여 모델링을 하였

으며, 동수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포물선 분포를 

나타내는데 제체에서 유체와 접하고 있는 각 지점(절

점)에 대한 유체의 질량을 계산하고, 제체에 부가하여 

제체와 같이 진동하는 것으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동

적해석방법에는 응답스펙트럼 해석과 시간이력법이 

있는데 본 해석에서는 시간이력해석법을 수행하였다. 

시간이력해석에 사용된 입력파형은 앞에서 소개된 지

진파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6,7). 본 연구에 적

용된 지진파는 토질조건이 암반 또는 경질의 토질층이

며 지속시간은 24초, PGA(peak ground acceleration)는 

Table 3. Properties of analysis dam

TYPE Value

Con'c

 12 MPa, 18 MPa

 16,300 MPa, 20,000 MPa

 2.3 t/㎥

 0.167

 5%

Hard rock

 27,500 MPa

 2.65 t/㎥

 0.333

 10%

 375252.547 t/㎡

0.154 g이다. 댐 해석모델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댐

의 물성치는 Table 3과 같다.

2.4 고유진동수해석결과

고유진동수 해석결과를 Fig. 12 및 13에 나타내었다. 

Fig. 12. 3 dimensional modeling(fixed and elastic spring).

(a) 1st mode( 5.36 Hz)

(b) 3th mode(7.11 Hz)

(c) 5th mode(7.73 Hz)

Fig. 13. Mode shape and frequency(fix).

(a) Previous (b) After

Fig. 11. Imperial Valley, Cucapah, Comp.: H-QKP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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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mode(2.77 Hz)

(b) 3th mode(4.76 Hz)

(c) 5th mode(6.36 Hz)

Fig. 14. Mode shape and frequency(spring).

기초를 고정단으로 처리하는 경우 1차 모드의 진동수

가 5.36 Hz로 나타났고, 스프링 모델로 처리하는 경우 

2.77 Hz로 나타나, 스프링 모델의 1차 모드 고유진동수

가 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콘크리트 중력식 댐의 안전성 평가

3.1 개요

본 장에서는 댐의 지진파 별 시간이력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내진성능 및 내진목표등급을 설정하고, 1,2 

및 3단계 평가를 통하여 댐의 전도, 활동, 허용응력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댐 구조물에 대한 안

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에서 설

명하였듯이 댐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여러 가지 국외

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지진파를 전부 고려하여 해석

한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판단되어 10

개의 지진파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2 안전성평가 기준

본 구조물의 내진능급 및 내진 성능목표 설정에 필

요한 기본적인 제원은 다음 Table 4와 같다. 본 댐의 

Table 4. Basic properties of analysis dam

Type Data Note

Form Con'c gravity

위치 Gyeonggi

H, L 119m/690 m

Body length 96 m

Full level 47 m

Pondage -

Ground Sound rock (SA)

Lateral seismic coefficient 0.154 g

경우 총 위험계수의 합은 36으로 내진 특등급 구조물

로 분류된다. 내진 등급 분류 시 소개인구와 하류피해 

정도는 댐의 근거리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모두 

높음으로 가정하였다.

지진구역도에서 본 댐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므

로 지진구역 I에서의 구역계수(Z) 0.11 g에 해당되며 

내진안전성 평가는 붕괴방지 수준을 기본으로 하기 때

문에 재현주기 1,000년(내진특등급, 붕괴방지수준)의 

위험도계수 1.4 지반계수(경암지반) 1.0을 선택하여 지

진계수 0.154 g로 산정하였다.

현재 국내의 댐 내진설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

진도와 활동, 전도, 허용응력에 대한 안전율 규정이 

Table 5와 같이 일본에 비하여 중약진대에 속하지만 설

계수평진도는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도 

안전율은 일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제체에 작용되는 외력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활동과 전도에 대해서는 정적인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허용응력의 범위도 일본과 같이 정적기

준에서의 할증만을 고려한 안전율을 채택하고 있다6,7).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기본으로 댐체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산정은 시간이력해석 결과를 활용

하였고, 동수압에 대해서는 Westergaard의 근사해를 적

용한 유사정적해석을 수행하여 활동, 전도 및 허용응

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구조물의 허용응력 검

토를 위해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간이력

Class

Inner criteria Japan United states

Static Seismic Static Seismic Static
Seismic

OBE MCE

Design seismic intensity 0.22 - 0.05 0.15 - 0.10 0.25 - 0.10

Working 4.0 4.0 4.0 4.0 2.0 1.7 1.3

Overturning Center 1/3 Center 1/3 Center 1/3 Cceter 1/3 Center1/3 Center1/2 Inner footing

Working stress
Comp. 0.25 30%

extra

0.25 30%
extra

0.3 0.5 0.9

Ten. 0.42 0.42 0 0.6



1.5



Table 5. Safety factor on working stress in inner and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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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하여 발생한 주응력과 비교하였다. 

3.3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 결과, Table 6과 같이 기본적인 댐 제체

에 작용하는 자중과 정수압, 퇴사압, 지진에 의한 관성

력, 동수압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3차원 설계자

료를 토대로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정성평가 시 

활동, 전도, 허용응력의 항목으로 평가한다는 연구문헌

을 참조하여, 평가하였다9-11).

3.3.1 활동

콘크리트 중력식 댐의 활동에 대한 안정은 댐 제체

와 기초의 접촉면에서의 전단마찰 안전율을 다음의 식

으로 계산하고 안전율은 4.0이상으로 한다. 본 해석 댐

의 경우, 아래의 계산결과와 같이 활동에 대한 안전계

수가 4.49로 안전기준인 4.0에 비해 12.3% 크게 나타났

으며,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

므로 활동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    ․ ․ (1)



××
   

여기서, f = 내부마찰계수(0.65), r S = 허용전단강도

(250 MPa) A : 전단저항면적

3.3.2 전도

설계하중에 대한 합력의 작용점은 기본삼각형의 수

평단면의 중앙 1/3내에 있어야 한다. 편심거리는 다음

의 식으로 계산하는데 편심거리(e)는 8.71 m로 편심허

용길이(L/6)는 16 m이내에 존재하고 있어 전도에 대해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

 




 

    

여기서, L= 제체저면길이 (m),  ․   = 전도저항

모멘트 합(N․m)  ․  = 전도모멘트 합 (tonf ․m)

3.3.3 허용응력

댐의 제체 발생응력의 결과를 Table 7과 같고 Fig. 15

는 압축 인장응력의 분포도이다. Fig. 15에서 최대 압축

응력은 하류 배면부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인장응력은 

상류면에서 발생하였다. 수문이 위치한 피어부에서의 

단면 변화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콘크리트 댐에서는 정적하중 작용 시 제체 내 임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압축응력은 4.0이상의 안전율을 가

져야 하며 특히 지진력 작용 시에는 콘크리트의 변형

율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압축응력도 증가하게 되므로 

정적 표준허용응력의 30% 이내의 값을 증가시킨 값을 

허용압축응력으로 한다. 

본 댐의 허용응력 및 인장응력은 다음의 Table 7과 

같고, 검토결과 압축 및 인장응력이 모두 허용응력 기

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ading Load(N) Point of action(m) Moment(N․m) Note

Dead(V) 299.79 24(x) 71951.9166   : 2.3 t/㎥

Hydrostatic(H) 35.2035 (y)3.67 129.1968 Water level :11m

Silt(H) 4.26356 21.5(y) 91.66654 Soil weight : 1.1 t/㎥, Soil pressure : 0.5

Inertia(H) 9.45733 41.333(y) 390.8998 Lateral seismic factor : 0.154 g

Dynamic(H) 4.66716 23.0(y) 1073.4468 Lateral seismic factor : 0.154 g, Westergaard solution

∑ H 53.59155 ∑H․y 212.407018 Hydrostatic, Silt, Inertia, Dynamic

∑ V 299.79965 ∑V․x 71951.9166 Dead

Table 7. Analysis results and concrete working stress criteria

Division Compression(MPa) Tension(MPa) Note

Analysis result 1.85 0.409 Safety

Working stress

Static load
3.00
4.50

0.460
0.563

  
  

Seismic load
3.9
5.85

0.598
0.732 30% extra

Table 6. Load and moment of analysis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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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tress distribution diagram.

내진 안정성 평가결과, 활동, 전도 및 허용응력 모두 

허용 안전율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본 댐은 충분한 

내진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지진파에 따른 댐의 응력영향 분석

2장에서 소개된 10개의 지진파에 대해 본 과업에서

는 고정과 탄성스프링의 지점조건을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대표적으로 다음 Fig. 16과 Fig. 

17에 나타내었으며, 결과를 요약하여 Table 8에 나타내

었다. 해석결과 변위의 경우, 고정지점에 비해 스프링

의 경우가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 주응력의 경우, 스프

링지점이 작게 나타나, 탄성스프링의 영향을 잘 반영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석결과 값이 콘크리트 

허용응력과 인장응력에 모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본 댐 구조물의 경우, 지진에 대해 안정성을 가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5 지진파에 따른 댐의 최대 용량

댐에 대한 최대 용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

진파를 높여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다음 Fig. 18

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본 댐의 경우, 초기의 0.154 

g 에 대해 최대 0.25 g까지는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값은 다음 Fig. 19, Fig. 20과 같이 

경계조건의 변화에 따라 큰 값을 기준으로 볼 때 처짐 

5.72 mm, 응력 0.644 MPa로 나타나 허용 값을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3 g에서는 값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허용치를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 Displacement(5.0 sec) (b) Stress(5.0 sec)

Fig. 16. Max displacement and stress(elastic spring; 10th seismic wave).

(a) Displacement(5.0 sec) (b) Stress(5.0 sec)

Fig. 17. Max displacement and stress(Fixed spring; 10th seismic wave).

Table 8. Analysis results

Seismic wave 1 2 3 4 5 6 7 8 9 10 Ave.

Fixed
Disp.(mm) 1.88 (-)1.05 1.11 3.50 2.23 (-)4.17 2.33 4.06 2.88 (-)4.36 2.75

Stress(MPa) 0.376 0.487 0.388 0.415 0.317 0.497 0.325 0.501 0.385 0.433 0.409

SprIng
Disp.(mm) 2.02 (-)1.12 1.40 4.81 2.86 (-)4.76 2.46 4.96 3.35 4.48 3.22

Stress(MPa) 0.298 0.425 0.340 0.376 0.228 0.451 0.288 0.466 0.33 0.367 0.357

Total Max. average displacement : 3.22 mm, Max. average stress(S11) : 0.409 MPa



지진진동수에 따른 콘크리트 중력댐의 내진성능에 대한 해석적 사례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6년 73

(a) Maximum displacement

(b) Stress

Fig. 18. Max. resistance result.

Fig. 19. Max. disp. of seismic wave 0.25 g. 

Fig. 20. Max. stress of seismic wave 0.25 g.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중력식 댐에 대한 동적해석

을 통하여 댐의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해석결과, 본 댐의 고유진동수는 1차모드 시 스프

링 경계조건의 경우 2.77 Hz, 고정조건의 경우 5.36 Hz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보고서와도 거의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허용응력의 경우, 단면 내에 지진하중이 작용할 

경우, 수문이 있는 개구부 단면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댐의 지진가속도를 증폭시켜 용량을 분석한 결과, 

0.154 g에 대하여 35% 증가시킨 0.254까지는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지반가속도 0.25 g 작용 시, 

최대응력 0.644 MPa이 발생하여 허용치를 만족하나, 

0.30 g이상의 경우는 최대변위 6.5 mm, 주응력 0.876 

MPa로 크게 나타났다.

4) 위에서 언급한 최대지반가속도 0.25 g 작용 시 댐

의 주응력이 허용치를 상회하는 것은 균열의 발생위험

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허용응력은 균열발

생 강도보다 작기 때문에 이를 상회한다고 하여 균열

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댐이 부담

할 수 있는 최대가속도를 0.25 g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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