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국내 건설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 건설시

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 댐 건설 또한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댐은 하천을 가로막는 구조

물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가물막이댐(cofferdam)이나 

가배수터널(diversion tunnel)과 같은 임시 유수전환시설

(diversion facility)이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가배수터널

과 상류 및 하류 가물막이댐을 시공하여, 하천수를 가배

수터널로 흘려보냄으로써, 상하류 가물막이댐 사이의 

하천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 유수전환시설은 임시구조물이지만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경제성

을 높이기 위하여 유수전환시설의 적절한 설계홍수량 

결정 및 최적 설계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유수전환시설의 설계홍수량은 댐 지점에서 예상되는 

홍수의 특성, 공사기간, 댐의 형식, 공사 중에 홍수로 인

한 예상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국 

댐설계기준에서는 가물막이댐의 설계홍수량을 본댐의 

형식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데, 본댐이 흙댐(earthfill dam)

인 경우 20~25년 빈도,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사력댐

(Concrete Faced Rock Filldam; CFRD)의 경우 2~5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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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construct a dam, the diversion facility such as cofferdam and a 
diversion tunnel should be installed in advance. And size of a cofferdam depends on 
type of a main dam. According to the Korea Dam Design Standard, if the main dam is a 
concrete dam, design flood of the cofferdam is 1~2 years flood frequency. This means 
that overflow of the cofferdam occurs one time for 1 or 2 years, therefore, stability of 
the cofferdam should be secured against any overflow problem. In this study, failure 
probability analysis for the concrete cofferdam is performed considering the overflow. 
First of all, limit state function of the concrete cofferdam is defined for overturning, 
sliding and base pressure, and upstream water levels are set as El. 501 m, El. 503 m, 
El. 505 m, El. 507 m. Also, after literature investigation research, probabilistic 
characteristics of various random variables are determined, the failure probability of 
the concrete cofferdam is calculated using the Monte Carlo Simu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upstream water level rises, it means overflow, the failure 
probability increases rapidly. In particular, the failure probability is largest in case of 
flood loading con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high upstream water level causes 
increase of the upstream water pressure and the uplift pressure on the foundation. In 
addition, among the overturning, the sliding and the base pressure, the overturing is 
the major cause for the cofferdam failure considering the overflow.

Key Words : cofferdam, limit state function, failure probability, Monte Carlo simulation,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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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콘크리트댐(Concrete gravity dam)의 경우 1~2년 빈도

의 홍수량을 유수전환시설의 설계홍수량으로 제시하고 

있다1). 또한, 가물막이댐 형식은 설계홍수량, 지형, 하천

경사, 하상퇴적물의 깊이와 종류, 시공기간 및 가물막이 

재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특히 본댐 공사기간 동

안 홍수 월류 빈도 및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댐이 콘크리트댐인 경우, 국내 댐설계기준에서는 

가물막이댐의 설계홍수량을 1~2년 빈도로 설정한다. 따

라서 가물막이댐의 홍수 월류빈도는 1~2년에 1번으로 

예상되며, 풍수년에는 월류 횟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댐 형식이 콘크리트댐인 경우에는 가물

막이댐의 설계에 있어 월류에 대한 안정성이 우선적으

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본댐 형식 결정 과정과 가물

막이댐 형식 결정 과정이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본댐 형식과 가물막이댐 형식이 같을 가능성은 매우 높

다고 할 수 있다. 

본댐 공사기간 동안 가물막이댐의 월류를 허용하는 

설계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공사 기간 동안의 본댐 상류

에 수위 측정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경계수위⋅위험수

위 설정과 홍수대피계획(emergency action plan)을 마련

하여 공사 인력 및 장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홍수로 인한 월류 시에도 가물막이댐의 안정

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월류 후에도 가물막이댐의 보수

작업과 주변 정리작업이 용이하여 본댐 공사를 큰 지체 

없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물막이댐이 심하게 파손

되거나 붕괴되는 경우, 재건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지

체보상금(liquidated damage)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국제대댐회(ICOLD), 호주대댐회

(ANCOLD), 미개척국(USBR), 미육군공병단(USACE), 영

국, 대만 등에서 위험도 해석에 근거한 댐의 안정성 평

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위험도에 기반한 댐 안정성 

평가의 특징은 확률⋅통계학적 접근을 통하여 댐 붕괴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험도에 기반한 댐의 안정성 평가시, 위험도(risk)는 

‘파괴(failure)의 발생확률’과 ‘파괴로 인한 결과’의 곱으

로 나타낸다2). 즉, 댐의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댐 파괴의 발생확률 산정이 필요하며, 이때, 미래의 불

확실성은 파괴확률 산정 과정에서 확률적 변량으로 고

려된다.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파괴확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파괴모드를 정의하고 이의 평가를 위한 파괴 기준

을 마련하여야 한다.

Cho 등3)은 홍수시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위험도 분석

을 위하여 파괴모드 및 한계상태방정식을 설정하고,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와 MCS(Monte 

Carlo Simulation)를 이용하여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Kim 등4)은 수리⋅수문학적 변량간의 관계를 효과적으

로 평가하고자 Bayesian network 기반의 댐 위험도 해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Ha 등5)은 지반공학적 물성정보가 

거의 없는 국내 중소규모 댐의 지진시 파괴확률을 산정

하기 위하여, 댐높이-여유고율 평면에서 일정한 간격의 

다수의 쌍곡선들로 표시되는 등지진파괴확률도(seismic 

failure probability contour)를 작성하였다. Lee 등6)은 댐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각 상황별 댐의 위험성을 결정

하였으며, 위험성 저감 방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Alla7)는 극한 상태에서 댐 안전도, 안정성, 조작신뢰

성, 기능성의 유지에 있어 전도게이트(fusegate)의 역할

을 분석하였으며, Merkel 등8)은 수리 매개변수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MCS 방법으로 제방의 위험도 산정에 대

해 연구하였다. Mazzoleni 등9)은 제방의 안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불확실성 인자들을 MCS와 FORM을 통

해 계산하여 위험확률을 추정하였다. Ranzi 등10)은 홍수

위험지수 산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의 원인을 고려한 확

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고, Hue 등11)은 바람

과 홍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댐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

고 다양한 확률분포를 활용한 홍수빈도해석과 풍속빈도

해석을 통해 댐의 월류 확률을 평가하였다. Kim 등12)은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FORM 및 

MCS를 적용하여 신뢰성해석을 수행하여, 지진 지속시

간동안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가물막이댐은 본댐 공사를 위한 필수 구조물이며 월

류를 허용하는 설계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댐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임시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

험도 평가 및 파괴확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월류를 허용하는 설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본댐의 안정성 검토 방법과는 다르게, 월류 수위에 따라 

댐 기초에 발생하는 양압력의 크기와 분포를 고려하여 

댐의 안정성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물막이댐 월류 시의 상류 수위 증가

에 따른 상류 수압 증가, 양압력 분포 변화 등을 고려하

여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파괴확률 분석을 수행하였

다. 즉,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한계상태방정식을 정의

하고, 안정성 검토를 위한 하중 조건을 결정하여, 월류 

수위에 따른 가물막이댐 파괴확률을 MCS(Monte Carlo 

Simulation)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콘크리

트 중력댐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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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variables)의 확률적 특성을 정의한 뒤, 이를 파

괴확률 산정시 고려하였다.

2. 위험도 분석 이론과 한계상태방정식

2.1 댐 위험도 분석 기법

댐 위험도 분석은 위험요소규명(risk identification), 위

험도 추정(risk estimation),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위험도 관리(risk management)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 전반

의 파괴확률과 파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추

정하는 방법이다. 이 중 위험도 평가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결과를 이용하여 위험도 사정(risk evaluation)을 

수행하는 과정이며, 이의 개념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위험도 분석 기법에는 표준적 접근법(standard-based 

approach), 정성적 접근법(qualitative approach)과 정량적 

접근법(quantitative approach)이 있다. 표준적 접근법은 댐 

파괴 결과의 상대적 심각성, 예외적인 설계 하중을 고려

하여 안전율 등을 이용하여 리스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정성적 접근법은 표준적 접근법 보다

는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여, 댐 안전과 이의 파괴 결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지수법(indexing) 및 순위 (ranking)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정량적 접근법은 신뢰성 

해석기법(reliability analysis) 및 확률론적 방법(probabilistic 

analysis)에 의해 수행되며, 대표적으로 사건수 분석 

(Event Tree Analysis; ETA), 결함수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 Monte Carlo Simulation(MCS), Bayesian 

Network 등이 있다13). 

Fig. 1. Diagram of risk assessment process13).

2.2 가물막이댐의 한계상태방정식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경우, 일반적인 콘크리트 중

력식댐과 비슷한 방법으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때

문에, 이를 준용하여 한계상태방정식을 도출하였다. 국

제대댐회에서는 댐 파괴를 “댐의 일부 및 댐 기초가 붕

괴 또는 이동되어 댐이 저수된 물을 계속 보유하지 못

하고, 유출된 물이 하류의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가중시

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콘크리트댐에서는 기초 지

반의 전단파괴, 파이핑, 내부 침식 등의 기초 지반 문제

가 댐 파괴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홍수로 인

한 월류, 양압력 등이 그 뒤를 이었다14). 국내외 댐설계

기준에서는 댐 안정성과 관련하여 전도(overturning), 활

동(sliding), 기초지지력(base pressure)을 검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1,15), 이는 국제대댐회에서 분석한 댐 파괴 

모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계상태방정식은 단위

길이 당 댐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한 외력과 이에 저

항하는 힘과의 관계로 표현된다. 

전도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댐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

에 의한 합력의 편심거리를 이용한다. 정상 조건(usual 

condition)에서는 편심거리가 기초 너비의 중심의 기준 

1/3안에, 이상 조건(unusual condition)에서는 1/2안에, 극

한 조건(extreme condition)에서는 기초 너비 안에 위치하

면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도에 대한 파괴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댐과 기초지반

의 접점 중 하류 지점(toe)을 기준으로 댐의 전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도에 대한 한계상태방정식

()은 외력으로 인한 전도모멘트()와 댐 자중 등에 

의한 저항모멘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고,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  ≥  : 안정

⋅    : 불안정(파괴)

활동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댐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기초 지반에 발생하는 전단마찰력의 안전율을 

Fig. 2. Failures mode of overturning and s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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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으로 인한 댐의 파괴(이

동)를 고려하므로, 활동에 대한 한계상태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tan  

⋅  ≥  : 안정

⋅    : 불안정(파괴)

여기서, 는 수평력(kN), 는 저항력의 합(kN), 는 수

직력 (kN), 는 내부마찰각 (°), 는 점착력 (kN/m2), 은 
댐과 기초지반의 접합 길이 (m)를 나타낸다.

기초지지력의 안정성 평가는 하중으로 인하여 발생되

는 기초의 작용력과 기초의 허용지지력과의 안전율을 

이용한다. 기초 지반의 파괴를 고려해야 하므로, 기초지

지력에 대한 한계상태방정식()은 모든 수평력 및 수직

력(양압력 포함)의 합력으로 부터 산정된 최대 기초 작

용력(max )을 기초의 허용지지력( )과 비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max

⋅  ≥  : 안정

⋅    : 불안정(파괴)

3.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하중조건

한계상태방정식을 이용한 가물막이댐의 안정성 검토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댐의 자중, 상하류의 작용 수압 

등 댐에 작용되는 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댐의 안정과 응력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중 

으로는 사하중(dead load), 상류 수압(headwater pressure) 

및 하류 수압(tailwater pressure), 양압력(uplift), 온도변화

(temperature change), 상류 토사압력(silt pressure), 빙압

(ice pressure), 풍압(wind pressure), 지진력(seismic force) 

등이 있다15).

가물막이댐의 특성상 댐 높이가 낮고 상류 저수량이 

작기 때문에 풍압은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시공

시에 온도변화에 따른 응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

크리트 블록타설(15~20 m) 방법을 준용하므로, 온도변

화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가물

막이의 하류는 작업공간이기 때문에, 하류 수압도 고려

하지 않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빙압은 높은 고산지나 

극한지처럼 특수한 환경에서 고려하므로, 금회 검토에

Fig. 3. Loadings for weir stability analysis.

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사하중(), 상류수압(), 양압력 (), 상류 토사압

력(), 지진력( ,  )을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이의 

상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1) 사하중(, kN/m)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단위중량(kN/m3)며, 는 

콘크리트의 높이(m), 는 콘크리트의 길이(m)이다.

2) 상류수압(, kN/m)

상류수압은 댐체 전면부에 작용되는 수평력( )과 

댐체 상류 하단 돌출부에 작용하는 수직력( )으로 구

분된다.

  

 



   

여기서, 는 물의 단위중량(kN/m3), 는 상류 수

심(m),  , 은 댐체 하단 돌출부까지의 수심(m)과 

그 길이(m)이다. 

3) 상류 퇴적 토사압력 (, kN/m)

상류 퇴적 토사압력은 공사기간 동안 상류에 퇴적되

는 토사로 인한 압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댐체 전면부에 

작용되는 수평력( )과 댐체 상류 하단 돌출부에 작용

하는 수직력( )으로 구분된다.

   

 

 ,    sin
     

여기서, 는 토압계수, 는 토사의 내부마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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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사의 단위중량(kN/m3)이며, 은 토사의 퇴적 

높이(m),  , 은 댐체 하단 돌출부까지의 퇴적 높이

(m)와 그 길이(m)이다. 

4) 지진력 ( ,  , kN/m)

지진력은 댐 자체의 지진력으로 인한 하중과 상부 저

류된 하천수로 인한 하중으로 구분된다15).

   × 

× ×   ×

여기서, 은 댐의 질량(kg/m), 은 수평지진가속도

(horizontal earthquake acceleration), 는 지진계수(seismic 

coefficient)이다.

  

 

 ,   

여기서, 는 수평지진계수(horizontal seismic coefficient)

이며, y는 이의 작용 위치(m)이다.

5) 양압력 (, kN)
설계적인 측면에서 콘크리트 가물막이댐과 일반적인 

콘크리트 중력식댐의 가장 큰 차이는, 가물막이댐의 경

우는 설계홍수량을 비교적 작게 결정하기 때문에 월류

가 발생되며, 이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물막이댐 설계 시 댐 상류에 월류 수심이 발생되어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상류 수압이 발생되는 것과, 월류 

수심이 증가하여 댐 기초 상류부에 압축력이 0인 구간

이 발생되는 경우, 이 구간에서의 양압력이 상류 수압과 

같아진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한계

상태방정식 적용 전에 하중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가물막이댐에서 고려하는 양압력을 살펴보면, 댐기초 

지반의 간극수압으로 인해 댐체 기초부에 발생되는 상

향력이다. 댐 기초 상류지점(heel)에는 상류 수압만큼의 

양압력이 발생되며, 댐 기초 하류지점(toe)에는 하류 수

압만큼의 양압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댐 기초에서 양압

력의 수두경사선(hydraulic gradient)은 상⋅하류 양압력

을 연결하면 얻어진다. 이 수두경사선, 즉, 압력분포선 

(pressure distribution line)은 배수시설, 또는 커튼 그라우

팅(curtain grouting) 등의 지하수의 배수 또는 차수시설

이 설치되는 경우, 이의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가물막이시설은 본댐 공사를 위하여 단기간

에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므로, 댐체 내 갤러리(drainage 

galley)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압력의 수두 

경사선은 Fig. 4와 같이 직선으로 분포된다고 볼 수 있

다. 여기서 상류 수위가 높아져 월류가 발생하는 경우, 

전도모멘트가 높아지면서 댐 기초 상류에 압축력이 0인 

Fig. 4. Uplift distribution without zero compression zone. 

Fig. 5. Uplift distribution with zero compression zone.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월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경우 압축력이 0인 지점이 하류로 이동하게 되고, 압축

력이 0인 구간은 상류 수압이 양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야하며, 이를 Fig. 5에 나타내었다15). 

일반적으로 본댐의 형식 결정 과정과 가물막이댐의 

형식 결정 과정이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하중 조건으로 

일반적인 콘크리트댐의 안정성 검토 시의 하중 조건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중력식댐은 하중조건을 

정상 조건(usual condition), 이상 조건(unusu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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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조건(extreme condition)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에서는 Table 

1의 하중 조건 중, 극한 조건을 제외한 1) ~ 5) 조건을 이

용하였다. 

4.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파괴확률 산정

4.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C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간단히 정의하면 예측, 추

정, 리스크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난수 생성기이며, 이

의 분석 과정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즉, 불확실한 변수

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확률분포에서 랜덤하게 반복적

으로 값을 추출하고, 이렇게 선택된 값을 모델에 적용하

는 과정, 혹은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

한 계산 작업을 수행하여 여러 결과값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나리오를 모델에 반영하여 계산을 통해 결

과값이 생성되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 별로 예측값

(forecast)이 정해진다. 예측값이란 분석자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변수로 모델에서 중요한 결과값으로 사용자가 

정의한 사건이다16). 본 연구에서는 변수로 전도, 활동, 

기초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한계상태방정식

에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하중, 토사의 하중 및 마찰

각 등을 재료의 물성치로 설정하였으며, 예측값은 한계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가물막이댐의 안정성 검토를 수

행한 후에 나타나는 파괴확률로 정의하였다. 가물막이 

댐의 파괴 확률 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Loading conditions Headwater Tailwater Uplift Silt Ice Earthquake

1) Unusual loading condition
(construction) X X X X X X

2) Usual loading condition
(normal operating)

Normal 
operating level minimum O

O
if applicable

O
if applicable X

3) Unusual loading condition
(flooding discharge)

Standard 
project flood O O O

if applicable X X

4) Extreme loading condition
(construction with operational basis earthquake) X X X X X OBE1)

5) Unusual loading condition
(normal operating with operational basis earthquake)

Normal 
operating level

minimum at pre 
earthquake level

O
if applicable

X OBE

6) Extreme loading condition
(normal operating with maximum credible earthquake)

Normal 
operating level

minimum at pre 
earthquake level

O
if applicable

X MCE2)

7) Extreme loading condition
PMF3) Flood elevation O

O
if applicable X X

1) OBE : Operational Basis Earthquake
2) MCE: Maximum Credible Earthquake
3) PMF : Probable Maximum Flood

Table 1. Loading conditions of concrete gravity dam

Fig. 6. Analysis process of Monte Carl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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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cedures for acquiring failure probability of concrete 
cofferdam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절차를 요약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4.2 가물막이 댐 제원 및 설계홍수량

댐 마루고(crest level) El. 503.0 m, 상시만수위(normal 

operation level) El.502.1 m, 여유고(free board) 0.9 m인 해

Fig. 8. Section of concrete cofferdam.

외 현장의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파괴확률을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콘크리트 가물

막이댐의 단면을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이의 설계홍수

량은 1년 빈도인 1,761 m3/s로 계획되어서 1년에 약 1회

의 월류가 예상된다. 

4.3 파괴확률 산정

한계상태방정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중 또는 재료의 

주요 매개변수3,17-20)를 독립 확률변수로 선정하고 이의 

확률분포형과 확률값(평균, 표준편차)을 Table 2에 나타

내었다. 파괴확률 산정에는 정량적 위험도 해석 방법 

중 MCS를 이용하였다.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안정성 

검토 계산서를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

며, 여기에 Excel Macro를 이용하여 MCS 분석을 수행

하였다. 

가물막이댐은 본댐 공사기간 동안 사용되는 임시구조

물이며, 프로젝트 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3년 ~ 

5년 사용된다. 따라서 Table 1의 콘크리트댐 안정성 검

토를 위한 하중 조합 조건 중, 극한조건인 6번째 조건

(PMF의 상황을 고려)과 7번째 조건(MCE 상황을 고려)

은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Table 1의 1) ~ 5)의 5가지 

하중 조합 조건을 이용하였다.

상류 수위 조건은 댐고가 El. 503.0 m임을 고려하여, 

El. 501.0 m, El. 503.0 m, El. 505.0 m, El. 507.0 m로 설정

하였다. 이때의 상류수압 및 양압력 분포 등을 하중 조

합 조건에 반영하였고, 무작위(random)로 변화시킨 확률

변수(Table 2)를 고려하였다.

산정된 하중을 이용하여 한계상태방정식을 검토하였

으며, 각 월류 수위 조건별 50만회의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월류 수위 조건별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파

괴확률을, 전도(overturning), 활동(sliding), 지반 지지력

(base pressure)의 세 가지 파괴모드와 전도, 활동, 지반 

지지력 중 한번이라도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failure 

probability)의 4가지 항목으로 결과를 정리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Variables Unit Probability function Mean Standard deviation

1) Concrete unit weight () ton/m3 Normal 2.226 0.226

2) Allowable support force of dam foundation () MPa Normal 5 0.4

3) Friction angle of soil (foundation) ( ) ° Normal 45 7.2

4) Adhesion force of soil () MPa Log normal 1.77 1.24

5) Height of deposit soil ( ) m Uniform 487.4 7.03

6) Deposit soil unit weight ( ) ton/m3 Normal 2.0 0.2

7) Friction coefficient of deposit soil ( ) ° Normal 30 2.4

Table 2. Selected random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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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ailure probability by overflow water level. 

Fig. 9에서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월류 수심이 증가

할수록(El. 505 m, El. 507 m) 파괴확률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도, 활동, 지반 지지력 중

에서 전도에 대한 파괴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전도가 주요한 파괴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중조건에 

따른 파괴확률(파괴횟수/시뮬레이션 횟수)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파괴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하중 조건

은 가물막이댐 월류 전에는 하중조건 5번이었으며, 월류 

후에는 하중조건 3번이었다. 하중 조건 3번은 홍수시를 

고려한 경우이며, 월류가 발생할 정도로 상류 수위가 높

아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류수압 및 양압력 증가로 

인하여 파괴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월류를 허용하는 콘크

리트 가물막이댐을 대상으로 파괴확률 분석을 수행하였

다. 가물막이댐의 파괴모드와 한계상태방정식을 정의하

고, 4가지의 상류 수위 조건(El. 501.0 m, El. 503.0 m, El. 

505.0 m, El. 507.0 m)을 설정하였고, 이때의 상류 수압 

증가와 양압력 분포 변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댐 안정

성 검토를 위한 하중 조건 중, 극한상황을 제외한 5가지 

하중 조건 하에서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파

괴확률을 분석하였다. 이때, 한계상태방정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중 및 재료의 매개변수 중 주요한 확률 변수

를 선정하고, 이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콘크리트 가물막이댐의 파괴확률은, 월류가 발생하여 

상류 수위가 상승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홍수 발생시를 고려한 하중조건(3번)에서 파

괴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월류 수위로 인하여 상류

수압 및 양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전도, 활동, 지반 지지력 중에서 전도에 의한 파괴확

률이 높게 나타나 전도가 주요한 파괴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홍수위가 증가하여 가물막이댐을 통해 월류가 발생하

면 상류 가물막이댐과 하류 가물막이댐 사이의 공사 작

업공간에 저류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상류 가물막이댐

의 하류 수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여 상류 가

물막이댐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상

류 가물막이댐의 안정성이 가장 낮은 상황은 월류 수위

가 급격히 상승하여 상하류 수위차가 최대가 되는 경우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물막이댐의 파괴확률 산

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가물막이댐 월류시의 파괴확률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Loading conditions Failure mode El. 501 m El. 503 El. 505 El. 507 El. 509

1

Overturning stability 0 0 0 0 0

Sliding stability 0 0 0 0 0

Base pressure 0 0 0 0 0

2

Overturning stability 0 0 0 0 0

Sliding stability 0 0 0 0 0

Base pressure 0 0 4.0E-06 4.0E-06 4.0E-06

3

Overturning stability 8.0E-06 8.0E-06 1.2E-03 4.3E-03 1.0E-02

Sliding stability 0 0 7.4E-04 3.1E-03 7.6E-03

Base pressure 4.0E-06 4.0E-06 6.6E-04 2.8E-03 6.9E-03

4

Overturning stability 0 0 0 0 0

Sliding stability 0 0 0 0 0

Base pressure 0 0 0 0 0

5

Overturning stability 6.1E-04 6.1E-04 2.8E-05 4.4E-05 6.8E-05

Sliding stability 4.9E-04 4.9E-04 8.0E-05 0 0

Base pressure 3.5E-04 3.5E-04 2.0E-06 1.2E-05 2.0E-05

Table 3. Failure probability results by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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