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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간격을 고려한 농업용저수지 제체의 침투특성

Seepag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Reservoir Embankment Considering Filter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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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ore water pressure, seepage and leakage quantity, height of seepage and critical hydraulic gradient in order to suggest the seepag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reservoir embankment considering filter interval. The seepage characteristics of a deteriorated reservoir embankment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horizontal filter intervals range using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The wider the horizontal filter interval, 

the higher the pore water pressure increased, and the pore water pressure ratio in the center of the core has a greater effect than the base part. The seepage 

and leakage quantity appeared largely in the two-dimensional analysis conditions (case 1), where the filter was constructed totally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embankment, the wider the horizontal filter interval was gradually reduced. The reasonable filter intervals to yield efficient seepage 

characteristics were within 30 m for the pore water pressure of the core and the height of the seepage line. The stability of the filter installation was able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the piping by the critical hydraulic gradient method. The deteriorated reservoir with no filters or decreased functionality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possibility of piping by simply installing a filter on the downstream slope. In the future, the deteriorated reservoir embankment 

should be checked for the reservoir remodeling because the core and filter functions have been lost or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a new 

installation, the seepage characteristic behavior due to the core and filter changes should be applied to the field after obtaining a reasonable horizontal 

filter interval that satisfies the safety factor by a three-dimens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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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강우가 집중되어 자

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한 실정이고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는 비교적 침투에 취

약한 농업용 저수지의 구조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댐의 붕괴는 월류 (35.9 %)와 파이핑 (30.5 %)이 주된 원

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Foster et al., 2000), 월류는 집중호우 

등의 기상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반면, 파이핑은 시간경과에 

따라 제체의 내구성이 저하하는 현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의 농업용저수지 제체의 노후화와 관련된 문제는 월류와 

파이핑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저수지 제체는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침투에 

따른 세굴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제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형식은 99 %가 필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조된 지 50년이 경

과된 저수지가 70 %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월류, 파이핑 및 누

수로 인한 재해위험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Lee and Lee, 

2017).

따라서 저수지 리모델링시 기존 제체내의 코어, 필터가 정

상적인 상태로 판단하고 보수 보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

수지가 노후화되어 차수 (코어) 및 배수 (필터) 기능이 상실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능 복구를 

위해서는 설치위치 및 방법을 변경한 후 안정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

그 동안 저수지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Lee and 

Lee, 2017; Lee et al., 2016; Lee and Noh, 2014; Chapuis and 

Aubertin, 2011; Foster et al., 2000), 설계방법에 대한 지침도 

제정되었지만 (FEMA, 2011; MAFRA, 2002; MLTM, 2011; 

USACE, 2004; JICE, 2012; NRCS, 2007; USBR, 2007) 국

내 저수지 리모델링시 실험 및 해석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저수지를 신설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에 제체의 침투, 사면

안정, 응력-변형 거동은 3차원 해석보다 주로 2차원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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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 section of the heightened reservoir embankment (Zoned fill-type)

Table 1 Field scale of Gyeryong reservoir

Dimension Before heightening After heightening

Embankment type Zoned fill type

Height (m) 14.30 17.10

Length (m) 288 300 

Dam crest (m) 6.0 6.0

Storage capacity (m
3
) 3,412,410 4,717,730

Table 2 Configuration of the filter interval

Case
Interval between 

each filter (m)

Thickness (m) Number 

of filterTx Ty Tz

Case 1 0 1 1 1 -

Case 2 10 1 1 1 27

Case 3 20 1 1 1 15

Case 4 30 1 1 1  9

Case 5 40 1 1 1  7

의하여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체의 안정성 평가

를 위한 2, 3차원 해석의 차이는 구조물의 형상이나 단면의 구

성이 단순한 경우 2차원 해석으로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나, 제체내에 형성된 구조체의 형상이나 설계방법

이 특수하여 2차원 해석으로 실제의 구조물의 거동을 모사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3차원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저수지 제체 중에서도 죤필형은 수직 및 수평필터가 존재

하고 필터는 제체내의 침투수를 신속히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필터 간격이 멀어지거나 투수계수의 대소에 따라 제

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농업용저수지 설계기준에서 수평필터 간격은 10~40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다 (MAFRA, 2002). 수평필터가 전

체단면에 설치되고 코어부, 성토부, 토우 드레인 등이 시공되

었다면 단면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2차원 해석으로도 신뢰

성 있는 안정성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수평필터 

간격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2차원 해석을 하면 제체 전체에 포

설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침윤선이 실제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파이핑에 대

하여 안정한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해석

으로 침투 특성을 파악해야만 실제와 근접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hen and Zhang,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평필터 간격이 제체의 침투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평필터 간격을 변화시

키면서 공극수압 변화, 침투수량과 누수량에 대한 안정성 평

가, 침윤선의 높이 변화 및 한계동수경사방법에 의한 안정성 

평가 등을 2차원 및 3차원 침투해석에 의해 비교 분석한 후 현

장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저수지 제원

분석대상저수지는 제체 덧쌓기로 둑 높이기 사업이 완료

된 충남 계룡저수지 (Zoned fill-type)를 선정하였으며, Fig. 1

은 해석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Table 1은 저수지의 규모 및 제

원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저수지는 둑 높이기 사업 중 가장 많

이 시공된 제체 덧쌓기 방법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

어 선정하였고, 덧쌓기 높이는 기존제체의 상부에 2.8 m로 하

였고 기존의 수직형 코어의 상부에 경사형 코어를 포설한 후 

하류사면을 성토하였으며 저수용량은 기존보다 약 40 % 증

가하였다 (KRC, 2011).

 

2. 필터간격의 배치

필터 간격에 대한 설계기준 (MAFRA, 2002; JICE, 2012; 

USACE, 2004)을 참조하여 각 필터에서의 배치 간격을 Table 

2와 같이 결정하였다. Fig. 2는 제체내에 적용된 각 필터 간격

과 두께를 나타내 것으로 3차원 단면 구성에 적용된 수평 및 

수직필터는 설계기준 (제체 높이<30 m)에 의해 두께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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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ual figure on interval of each filter

Table 3 Parameters used for the seepage analysis

Materials
Young modulus, 

E (kPa)

Poisson’s 

ratio

Unit weight, 

γt (kN/m
3
)

Saturated Unit weight, 

γsat (kN/m
3
)

Coefficient of 

permeability, k (m/s)
USCS 

Core 40,000 0.45 17.65 19.57 3.11E-08 CL

Embankment 52,000 0.35 18.25 19.42 5.75E-07 SC

Riprap 200,000 0.23 22.56 22.56 1.00E-01 GP

Filter 50,000 0.33 18.63 19.63 1.00E-04 SP

Toe-drain 200,000 0.23 22.56 22.56 1.00E-01 GP

Foundation 32,500 0.34 18.00 19.00 9.36E-07 SC

Rock 288,000 0.31 20.00 21.00 1.00E-11 GP

Ty, Tz)를 1 m로 설정하였으며, 수평필터의 간격은 10~40 m

의 범위로 제체내의 필터공의 수를 기준으로 5종류로 구분하

였다. 

Case 1은 제체 전체에 필터가 포설한 경우 (0 m) 이고, Case 

2는 필터간격이 10  m로 제체내에 포설되는 필터는 총 27개

로 제체 종단 중심축 (150 m 지점)을 기준으로 각 좌･우측 방

향으로 10 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Case 3~5는 필터 간격이 

20 m~40 m이고 필터 수량은 Case별로 15~7공으로 배치하

였다.

3. 침투해석모델 및 재료특성

침투해석은 정상 및 비정상상태의 적용이 가능한 3차원 

FEM 해석 프로그램 GTS NX (MIDAS, 2015)를 사용하여 

필터의 배치간격에 따른 제체의 침투특성 을 분석하였다. 

Table 3은 침투해석에 사용된 제체의 지반정수를 나타낸 

것으로 탄성계수와 포아송비는 각 재료별 기본물성치와 지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경험식에 의해 추정하였고 나머지 지반

정수는 실내시험에 의해 결정하였다. 저수지는 시간경과에 

따른 수위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극수압의 변화에 따라 

투수계수가 크게 변화하는 불포화영역이 존재한다. 불포화

상태에서의 체적함수비는 흡인력의 변화에 따라 흙속에 축척

된 보수력으로 표시되고, 공기함입치, 포화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투수계수의 추정은 체적함수비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포화투수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흡인력을 이용하는 방

법 등으로 추정한다. 

수위변동에 따른 침투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적함수

비 곡선과 투수계수곡선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값을 얻기 위

한 실내시험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체 각 죤의 투수계

수에 근접한 값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에 포함된 투수계수비-

압력수두, 체적함수비–투수계수비의 DB자료 (MIDAS, 2015)

를 이용하였다. 불포화 함수특성에서 투수계수가 너무 크거

나 작은 경우에는 해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각 토질 특성이 가지는 투수계수의 고유치를 기준으로 해석

파라미터와 유사성을 모사할 수 있는 함수특성 자료를 선정

하였고 수위변동에 따라 제체내의 침투특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코어, 성토, 필터 등에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필터의 투수계수는 침투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설계기준에서 필터는 제체 재료보다 약 10 (상한)~100

배 (하한)의 투수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MAFRA, 2002).

저수지의 수위변화는 파이핑 현상뿐만 아니라 제체 전체

의 침투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성 평가에서 중요

한 요소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수지내의 침윤선, 유

속, 공극수압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제체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수위변화는 계룡저수지의 7년간 (2009~2015) 수

위자료를 분석하여 최고수위 (12.07 m)와 최저수위 (5.04 m)

를 결정하였다 (KRC, 2011). 침출면은 하류사면 전체 범위에 

대해 설정하였고 침투해석시 물의 흐름은 투수계수, 수위조

건과 침출면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류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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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the PWP at case 1

(a) Central section (b) Bottom section

Fig. 4 Comparison of the PWP on central and bottom sections

Table 4 Results of the PWP of bottom and central sections

Pore water pressure in core zone (kN/m
2
)

Condition Max. water level Min. water level

Case Interval of filter (m) Bottom section Central section Bottom section Central section

Case 1 0 128 3 101 -38

Case 2 10 147 8 110 -33

Case 3 20 155 11 114 -30

Case 4 30 157 14 116 -29

Case 5 40 158 15 117 -29

Ⅲ. 결과 및 고찰

1. 필터간격에 따른 공극수압 변화

제체내에서 코어는 침투와 누수로부터의 차수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체로서 제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부분이다. 코어에서 공극수압이 상승되면 전단강도가 저

하되어 불안정한 상태가 진행되어 변형이나 균열발생에 취약

해지고 시간경과에 따라 침투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

수지 상하류측에서 코어와 접촉하는 성토부에서는 집중침투

로 파이핑 (Fell et al., 2003)의 가능성이 증가하여 제체의 불

안정성이 커지고 보수 보강의 주기도 빨라지게 된다.

침투해석시에 공극수압은 코어의 최하부면과 중앙부를 검

토 위치로 선정하였고, 수평필터가 제체 전단면에 포설된 경

우 (Case 1)와 필터간격이 각각 10 m,  20 m,  30 m,  40 m 로 

포설된 경우 (Case 2~5)로 구분하여 공극수압 거동을 분석하

였다.

Fig. 3은 최고수위 (12.07 m)일 경우에 Case 1에서의 공극

수압 분포이고, Table 4와 Fig. 4는 각 Case에서의 공극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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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수위일 경우, 코어하부에서의 공극수압은 Case 1에서 

128 kN/m
2
 이고 Case 2~5에서는 147~158 kN/m

2
 범위로 나

타났으며, Case 1을 기준으로 공극수압은 1.15배 (Case 2)~1.23

배 (Case 5) 더 크게 나타났다. 코어중앙부에서의 공극수압은 

Case 1을 기준으로 2.67배 (Case 2)~5.0배 (Case 5) 크게 나타

났다.

최저수위일 경우, 코어하부의 공극수압은 Case 1에서 101 

kN/m
2
이고, Case 2~5에서는 110~117 kN/m

2
 범위로 나타났

으며, Case 1을 기준으로 공극수압은 1.09배 (Case 2)~1.16배 

(Case 5) 더 크게 나타났다. 코어중앙부에서의 공극수압은 

Case 1을 기준으로 0.87배 (Case 2)~0.76배 (Case 5) 작게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수평필터 간격이 넓어질수록 공극수압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터간격에 따른 공극수압을 2차원 

(case 1)과 3차원 (case 2-5) 해석으로 비교하는 것이 연구목

적이기 때문에 공극수압비(Case 2-5/Case 1)를 기준으로 판

단하면, 최고수위일 경우에 코어중앙부에서의 공극수압비는 

코어하부보다 크게 나타났다. 코어하부에서 공극수압비가 

작게 나타난 이유는 제체가 포화되었기 때문이고, 코어중앙

에서 공극수압비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포화 및 불포화 영역

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터간격에 따라 공극수압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필터간격 결정할 경우에는 침윤선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앙부의 공극수압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판단되고, Case 1과 같이 필터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전단면에 포설한 것으로 가정한 2차원 해석은 공극수

압이 작게 나타나 제체가 안정된 것으로 오판할 수 있기 때

문에 현장 설계시에는 필터간격을 고려한 3차원해석이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극수압이 작을수록 저수

지 안정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3까지는 공극수압 변화폭 (공극수압비)이 크고 그 이

후에는 변화가 작기 때문에 현장에서 합리적인 수평필터 간

격은 약 30 m 범위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향후 노후화된 저수지 제체는 코어 기능과 필터기능이 상

실하였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 리모델링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는 코어와 필터

변화에 따른 공극수압 거동을 비교분석한 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Lee and Lee (2017)는 코어와 필터가 없거나 노후화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균일형 저수지의 상류사면과 하류사면을 

보강하였을 경우를 7개 case로 구분하고 실내모형실험을 통

하여 공극수압 거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코어중앙부에서 시

간에 따른 공극수압은 코어하부보다 작게 나타났고, 필터를 

설치한 경우는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공극수압이 작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침투수가 필터의 영향으로 하류사면에 신

속하게 유출되기 때문에 파이핑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리모델링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평필터 간격 결정은 파

이핑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율 2.0 이상을 3-D 해석으로 구

한 후 토우드레인에 연결하여야 저수지 붕괴가능성을 감소시

킬 수 있다고 하였다.

Lee et al. (2016)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지구에서 현장계

측에 의한 공극수압을 비교분석하고 수치해석에 의해 제체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둑 높이기에 따른 공극수압 변화는 하

류사면이 상류사면 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났고, 공극수압은 

제체하부가 중앙부 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침투류 해석에서도 시간에 따른 공극수압은 코어 하부에서는 

약간씩 변화하지만 상부에서는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고 하였다. 

2. 침투수량과 누수량에 의한 안정성 평가

침투수량 및 누수량의 대한 안정성 평가는 저수지의 규모, 

형식, 재료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침투수량과 누

수량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파이핑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제체는 침투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동수경사가 

커지게 되어 파이핑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며 빠른 주기로 

수위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면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된다. 농업

용 저수지 붕괴원인 중 파이핑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

내저수지는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파이핑에 대

한 안정성 평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파이핑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필터와 코어재료간의 투수성, 입도분

포, 다짐도, 동수경사, 필터층의 두께 등이다.

Fig. 5는 제체내의 침투수량과 누수량 및 동수경사를 구하

기 위한 경계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침출면은 수평필터의 간

격에 따라 침투특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하류사면 전체를 

설정하였고, 누수량은 하류사면의 토우드레인에서 검토하

였다.

침투수량과 누수량에 따른 제체의 안정성 평가는 여러 가

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 농어촌공사의 안전기준치를 근거로 

제체를 통과하는 1일당 허용 침투수량기준인 총 저수량의 

0.05 %와 제체 100 m당 허용누수량 1 L/sec이내를 기준으로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MAFRA, 2002). 

Table 5는 침투수량과 누수량을 나타낸 것으로 필터가 제

체 전단면에 포설되는 2차원 해석조건인 Case 1은 크게 나타

났고, 수평필터간격이 넓어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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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valuation location for seepage and leakage quantity

Table 5 Result of seepage and leakage quantity

Condition Max. water level Min. water level

Case Interval of filter (m) Seepage (m
3
/d) Leakage (L/s) Seepage (m

3
/d) Leakage (L/s)

Case 1 0 128.15 0.68 27.56 0.28

Case 2 10 77.70 0.52 15.81 0.25

Case 3 20 60.96 0.46 10.33 0.24

Case 4 30 51.15 0.42 7.52 0.23

Case 5 40 46.92 0.41 5.45 0.22

최고수위에서 침투수량은 Case 1을 기준으로 1.65배 (Case 

2)~2.73배 (Case 5) 작고, 누수량은 1.31배 (Case 2)~1.66배 

(Case 5) 작게 나타났다. 최저수위에서 침투수량은 1.74배 

(Case 2)~5.06배 (Case 5) 작고, 누수량은 1.11배 (Case 2)~1.28

배 (Case 5) 작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계룡저수지의 침투수량은 안전관리기준 (허

용침투수량: 2,355 m
3
/d)이내이고 허용누수량도 100 m당 1 

L/sec 이내로 만족하여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

차원 해석방법 (Case 1)은 수평필터 간격을 고려한 3차원 해

석 방법 (Case 2-5)은 보다 침투수량과 누수량이 크게 나타나

서 설계시 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ang et al. (2013)은 일반적인 2차원 침투모델을 이용한 

흙댐의 안정성 평가는 댐과 기초지반의 누수량과 위치를 효

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하고 댐 형상의 영향과 기초지반 아래

의 지질학적 분포 형상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2차원 모델은 예측치 못한 누수량으로 인하여 댐

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3차원 해석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문지질학적인 조사, 실

내 및 현장시험 및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실제 저수지현장의 

양안부에서 누수로 인한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3차원 해석은 

안정성 평가 및 침투 해석시에 매우 타당하고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Chahar (2004)는 균일형 흙댐에서 파이핑을 방지할 수 있

는 효과적인 필터 드레인의 최소 및 최대 길이를 결정하기 위

한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정식에 의해 구한 그래프

는 단순하고 간단하여 모든 댐 형상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필터길이는 상류사면이 완만하고 제정폭의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그의 영향은 작고 오히려 하류사면 

경사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3. 침윤선의 변화

침윤선의 위치는 안정계산을 위한 수압조건의 결정 및 침

투류에 대한 안정성 검토에 필요하며, 침투유량의 결정 및 침

출점의 위치를 파악하여 배수공법에 적용하기도 한다. 침윤

선의 상승은 제체내의 공극수압을 상승시켜 유효응력이 감소

되고, 이로 인해 전단강도가 저하되므로 파이핑 가능성이 증

가할 뿐만 아니라 하류사면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Fig. 6은 수평필터 간격에 따른 침윤선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제체 전단면에 포설된 조건 (Case 1)에서의 침윤선

은 코어를 통과한 직후 바닥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1.8 m로 

나타났고, 수평필터 간격이 넓어질수록 침윤선의 높이는 급

격히 증가하였다. 침윤선의 높이는 Case 1을 기준으로 1.67

배 (Case 2)~3.89배 (Case 5) 크게 나타났고, 수평간격이 30 

m 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약간씩 증가하

였다.

침윤선은 하류사면으로 진행할수록 완만하게 하강하는데 

이는 기존성토재의 투수계수보다 신설된 성토재의 투수계수

가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수지 리모델링시 신·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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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ig. 6 Height of the seepage line after passing the core zone

Fig. 7 Evaluation site of the hydraulic gradient

토재가 침윤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

계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침윤선의 높이나 형상은 필터의 설치간격에 따라 상

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저수지 리모델링시 3

차원 침투해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투특성을 분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Yarahmadi et al. (2015)은 2차원 및 3차원 침투해석에 의

해 2개 지구에 축조된 흙댐의 해석치와 계측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담수초기에서는 2차원적 흐름이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제체가 포화되면서 3차원적인 흐름이 나타난다. 또

한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로가 더 길게 형성되고 3차원적인 

흐름이 증가하게 되므로 유출량은 더 크게 증가하며 댐 제체

보다 양안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침투해석의 최

대편차를 실측치와 비교한 결과, 2차원에서는 9.03 %~18.30 

%, 3차원에서는 6.47 %~10.34 % 범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4. 한계동수경사방법에 의한 안정성 평가

노후화된 저수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 기존의 코어, 수직 

및 수평필터가 정상적이란 판단하에 시공하지만 실제로는 너

무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차수 및 배수기능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따라서 하류사면을 일부 절취하여 필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저수지가 담수상태에서는 위험성이 크기 때

문에 안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파이핑에 대

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계동수경사에 의

한 방법 (Terzaghi, 1943)인데 주로 공극비와 비중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0.8~1.4 범위로 분포하고 있다.

Fig. 7은 침투류 해석에서 필터간격에 따른 동수경사의 선

정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Toe-drain에 인접한 성토부와 수평

필터 사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에 적용된 필터간격

은 파이핑에 대하여 소요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3차원 

침투해석으로부터 산출된 동수경사와 현장저수지의 한계동

수경사 (


) 를 구하여 안전율 (

) 2.0 이상인 간격을 선정하

였다 (MLTM, 2011). 

Fig. 8은 현장저수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 검토조건을 3

가지로 구분하고 3차원 해석에 의해 안정성을 평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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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8 Distribution of height of seepage

다. 수위조건은 만수위 상태 (13.7 m)이고 수직 및 수평필터

가 설치되지 않아 하류사면을 덧쌓기전에 일부를 절취하고 

경사형 필터를 포설한 후 성토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파이핑

에 안정 (

≥2.0)한 필터 간격을 현장 저수지의 한계동수경사 

(


=1.18)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대 필터간격은 25.13 

m로 나타났다.

(1) Case 1 : 필터가 설치되지 않은 조건 

(2) Case 2 : 필터가 하류사면 전체에 설치된 조건

(3) Case 3 : 파이핑 안전율이 2.0이상인 필터간격 (25.13 

m)이 설치된 조건 

필터가 설치되지 않은 조건 (Case 1)에서 제체내의 침윤선 

높이는 9.5 m 로 매우 높고 침출면이 하류사면상에 분포하기 

때문에 파이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에 의해 

산출된 동수경사는 0.86이고 한계동수경사 방법에 의한 안전

율은 1.37로 기준안전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필터가 하류사면 전체에 설치된 조건 (Case 2)은 2차원 해

석조건으로 제체내의 침윤선은 Toe-drain 내측에 설치된 수

평 필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배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침윤

선의 높이는 7.7 m로 필터가 설치되지 않는 조건 (Case 1)보

다 크게 감소하였다. 해석에 의해 산출된 동수경사는 0.11이

고 안전율은 10.73으로 기준안전율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서 

파이핑에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필터 간격을 25.13 m로 설치한 조건 (Case 3)에서 제체내

의 침윤선은 Toe-drain 내측에 있기 때문에 하류사면에서 파

이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석에 의해 산출된 

동수경사는 0.50이고 파이핑에 관한 안전율은 2.36으로 기준

안전율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hen and Zhang (2006)은 록필댐에 대해 3차원 포화-불포

화침투 해석을 실시한 결과, 3차원 기하학적 형상은 댐의 침

투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3차원 침투흐름은 댐의 종방

향으로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2차원보다 더 빠르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댐 양안경계부에서의 공극수압 변화와 동수경사

는 댐 중앙부 보다 더 크기 때문에 누수 가능성이 높아 침투파

괴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하였고, 2차원 침투해석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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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영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침윤면의 진행 속도와 침

투파괴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필터기능이 없거나 저하된 노후화된 저수지

를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하류사면에 필터를 설치하는 것만

으로도 침윤선을 저하시켜 파이핑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

고, 한계동사경사방법에 의한 간단한 방법으로 파이핑에 대

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합리적인 필터간격 결정은 3

차원 침투해석에 의해 기준안전율에 만족하는 적정한 간격을 

구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평필터 간격이 제체의 침투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평필터 간격을 변화시키면서 공극수

압 변화, 침투수량과 누수량에 의한 안정성 평가, 침윤선의 높

이 변화, 한계동수경사방법에 의한 안정성 평가 등을 2차원 

및 3차원 침투해석에 의해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평필터 간격이 넓어질수록 공극수압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코어중앙부에서의 공극수압비는 코어하부

보다 포화 및 불포화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터간격에 따

라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간격을 고려하

지 않고 전단면에 포설한 것으로 가정한 2차원 해석 (Case 

1)은 공극수압이 작게 나타나 제체가 안정된 것으로 오판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시에는 필터간격을 고려한 3차원

해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현장저수지의 

수평필터 간격은 약 30 m 범위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침투수량과 누수량은 필터가 제체 전단면에 포설된 2차원 

해석조건 (Case 1)에서는 크게 나타났고, 수평필터간격이 

넓어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고수위에서 침투수량은 Case 1을 기준으로 1.65배 (Case 

2)~2.73배 (Case 5) 작고, 누수량은 1.31배 (Case 2)~1.66

배 (Case 5) 작게 나타났다. 침투수량과 누수량은 안전관

리기준 이내로 만족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원

으로 해석방법은 3차원 해석 방법보다 크게 나타나서 설

계시 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침윤선의 높이는 수평필터 간격이 넓어질수록 급격히 증

가하여 Case 1을 기준으로 1.67배 (Case 2)~3.89배 (Case 

5) 크게 나타났고, 수평간격이 20 m 까지는 급격하게 증가

하다고 그 이후에는 약간씩 증가하였다.

4. 필터설치에 따른 파이핑에 관한 안정성은 한계동사경사

방법에 의한 간단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 필터기능

이 없거나 저하된 노후화된 저수지는 하류사면에 필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침윤선을 저하시켜 파이핑 가능성

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5. 향후 노후화된 저수지 제체는 코어 기능과 필터기능이 상

실하였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 리모델

링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는 코어

와 필터변화에 따른 침투거동을 3차원 침투해석에 의해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는 합리적인 수평필터간격을 구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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