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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In the construction of dam, the key factor which decides the type of dam is security of
materials resource. Because of the large scale earth work, the ability to supply the materials is essential part
about economical efficiency.
The research is the case study about controlling the plan to secure the material resources in the design of
Buhang multipurpose dam. In case of Buhang multipurpose dam, at that time of basic design, it was planned
to use a rock fill material. From the detail investigation about the river bed accumulative layer widely spread
on the submerged district on the basic design, the research is accomplished to replace rock material with
gravel material.
After the investigation of whole reserves of gravel material, estimation of conformity as dam construction
material from analysis of grain size distribution, the case study of oversea construction, and the material
property comparison between rock fill material and gravel fill material, it is verified th possibility of using the
gravel fill. Thereafter, the analysis of dam stability using a gravel fill material is accomplished.
Finally, A gravel fill material can be used as the main construction material of CFRD, therefore the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in the submerged area is maximized, and the established plan is more
advantageuos to stability, constructibility, environmentibility than the case of using a rock 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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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댐의 주요 축조 목적은 홍수기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수 조절 도시의 발달에 따른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공급 공단지역에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의 공급 대규모 농, ,

업시설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농업용수 공급 하천의 생태계를 유지 관,

리하기 위한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 댐 친수 공간 확보와 레크레이션 공간 확, ,

보를 위한 용도 등의 목적으로 축조되고 있으며 단일 용도보다는 개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2

다목적댐이 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항 다목적댐의 축조 설계 과정에서 석산 개발 및 이에 따르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댐 수몰지 상류에 위치하는 하상 충적층에 대한 매장량을 조사하고

댐의 주 축조재료로써 석산 암석재 대신 하상 사력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재료로서 적합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되었다 석산을 개발하여 주 축조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환경 훼손.

이 적은 수몰지내의 사력재를 사용함으로써 산림 훼손의 방지는 물론 발파 작업등에 따른 민원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몰지내에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여 주 작업도로로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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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에서의 민원 요소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공사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몰지내의 영구 수.

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담수 체적을 늘리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향후 댐 개발

사업 시 수몰 부존자원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였다.

국내 설계기준2. CFRD

일반적으로 의 표준단면은 기초암반의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으나 견고한 암반 기초CFRD

위에 가 건설될 경우 표준 단면은 그림 과 같이 구성되고 있다 제체 단면은 일반적으로 차수벽CFRD 1 .

지지죤 죤 선택죤 죤 암석죤 죤 과 파라페트 월 불투수죤 존 및 차수벽으로 세분된다( 2), ( 3A), ( 3B, 3C) , ( 1) .

보조암석재료 축조죤
(Sub Rockfill Zone)

(죤 3C)

주암석재료 축조죤
(Main Rockfill Zone)

(죤 3B)

(죤
 3
A)

(죤 1)

선택죤(Selected Rockfill Zone)

환경친화존

파라페트 월(Parapet Wall)

차수벽지지죤(죤2)

콘크리트 차수벽

불투수죤

프린스

그림 의 일반적인 구성1. CFRD

차수벽 지지죤 죤2.1 ( 2)

차수벽을 직접 지지하고 있는 죤으로 반투수성 벽을 만듦으로써 차수벽의 균열이나 결함이 있는 지수

판을 통한 누수를 댐체의 손상 없이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이 죤의 목적이다 이 죤은 담수 시 제.

체변위로 인한 차수벽의 거동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재료의 입도분포가 양호하여야 한다 수압에 따른.

차수벽의 거동과 침하 누수에 대한 안정적인 저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1×10-4 정도의 투cm/s

수계수를 확보하여 투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죤의 안정성 압축성 최적 투수도 등은 재료. , ,

의 입도 재질 다짐방법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 .

선택죤 죤2.2 ( 3A)

차수벽과 암석부 제체의 강성차이로 응력이 차수벽이나 차수벽 지지죤에 과도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

지하고 공극의 크기를 제한하여 차수벽 지지죤 재료가 암석 재료의 큰 공극속으로 씻겨 들어가지 않도,

록 하는데 이 죤의 목적이 있다 중심 코아형의 필터죤과 같은 역할을 하며 최대치수는 일반적으로. ,

를 사용하고 있으나 입도분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시공사례를 참고로 하여150mm ,

입도범위가 결정되고 있다.




≺ 


≺ ≺


≺  (1)

여기서 죤 의 입경 크기, D15F, D50F : 3A 15%, 50% (mm)

죤 의 입경크기D15B, D50B, D85B : 2 15%, 50%, 8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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죤2.3 3B

이 죤의 목적은 수압과 댐 자중에 대해 차수벽을 균등하게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댐체의 변형은 암.

석재의 탄성계수에 반비례한다 다짐한 암석재의 장기변형은 지속적인 주응력에 의하여 암석접촉면이.

파손되어 발생하므로 암석재의 입도는 양호할수록 좋다 이 죤에 요구되는 암석재는 압축성이 적고 압.

축강도는 1,100kg/cm2 내외의 신선한 경암이 요구되지만 최근의 설계경향에 따르면 압축강도가

300~400kg/cm2 정도의 사암 이암 석회암 점판암과 같은 연질암 등도 댐사면 경사의 완화에 의해 성, , ,

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죤2.4 3C

죤 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죤으로 직접적인 외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재료의 선택에 다소 여유가 있3B

어 비교적 조립의 석괴재로 구성되며 큰 투수성을 가진다 이 죤은 댐의 최하류 부분으로 다소의 침하, .

나 변형이 발생하여도 댐 전체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류사면에 대한 표면부.

마감은 미관상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인력에 의한 매끈한 경사면으로 반드시 마감할 필요성은 없다.

불투수죤 죤2.5 ( 1)

이 죤의 설치목적은 주변이음이 변형 확대되거나 차수벽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되,

는 물이 세립분을 함유토록 함으로써 누수차단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담수이전에 지하수위가 높아져서 댐 축조 기초부가 포화되었을 때 차수벽을 들어 올리려는 힘.

을 상쇄하고 담수 후에는 침윤선을 연장함으로써 부가적인 안전 확보 역할도 한다 사용재료는 불투수, .

성으로 비점질성 세립이토가 적당하고 가능한 세립분을 많이 함유하여야 한다 이 죤의 입도분포는 별.

도로 규정하지는 않으며 재료의 종류에 따라 및 로 구분할 수 있다, 1A 1B .

재료원에 대한 조사 및 분석3.

석산재료원 조사 및 분석3.1

석산 재료원은 기반암의 분포상태 풍화도 암질상태 파악 및 품질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암석재의 매, ,

장량 및 암질 상태 파악을 위하여 댐 건설 예정부지의 개발 가능한 재료원에 대한 예비 조사 후 선정된

개소에 대하여 각 구역별로 개소의 시추조사를 수행하였다 시추조사 결과 지역은 전체적으4 1~3 . , Q-1

로 표토 및 풍화토층이 로 깊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하부로 풍화암층이 약 두께7.5~10.5m , 3.0~19.5m

로 분포하고 있고 기반암의 경우 에서만 지표 하 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NQ-1-2 13.5m .

지역은 표토 및 풍화토층이 의 두께로 분포하며 풍화암층이 까지 깊게 나타나Q-2 9.0m , 9.0~18.7m

며 기반암이 에서 출현하고 연암층이 비교적 얇게 나타나고 보통암 경암층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18.7m , /

조사되었다.

지역의 경우 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기반암이 천부 에서 출현하며 부분Q-3 , NQ-3-2 (GL-1.5m)

적으로 암맥이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단층 및 절리의 영향으로 인한 파쇄대가 많고 가 낮게 산출되. RQD

며 연성 전단대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에서는 지표하 까지 불량한 암질 상태가 나타난다, NQ-3-2 20m .

지역은 풍화암이 까지 매우 깊게 분포하며 하부는 대체로 암질이 양호한Q-4 GL-19.0m , GL-19m

것으로 나타났다.

석산 재료원의 품질시험은 시추조사 결과 기반암의 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역만이 개발 가능 구, Q-3

간으로 판단되어 지역의 비중 흡수율 탄성파 속도 등의 기본적인 물성분석과 전체 후보지에 대한Q-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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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강도시험을 실시하여 암석 재료의 유용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 비중은Q-3 흡수율은2.46~2.68, 이며 점하중 강도는0.11~1.20% ,

값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지역의 품질평가 결과 지표 하 까지2.2~301.4MPa . Q-3 20m

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며 하부 암석의 경우 약 의 강도를 나타내어 축조재료로 사용 가능한, 20m 70MPa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층이 깊은 의 후보지의 일축압축강도는 평균 로 전반적으Q-1, 2, 4 18.7~82MPa

로 기준에 미달하는 강도 값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 석산 재료원의. ,

경우 전체적으로 토층 심도가 깊어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역학적 강도특성의 미달 등으로 인하여 유

용암으로 사용가능성은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조사 결과는 표 과 같다. 1. .

표 시추조사 위치 및 현황1.

구 분 공 번 심 도(m)

Q-1
NQ-1-1 32.0

NQ-1-2 19.0

Q-2 NQ-2-1 30.0

Q-3

NQ-3-1 27.3

NQ-3-2 23.0

NQ-3-3 25.0

Q-4 Q-4 35.7

하상 재료원 조사 및 분석3.2

하상 재료원의 조사는 지형 및 지질도 분석으로 사력층 분포 경향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하상,

사력층과 산림지역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여 수몰구역을 감안한 본조사 구역인 구역 본조사 구역 과( )Ⅰ

예비조사 구역인 구역 상류의 예비조사 구역 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현장 육안조사결과 구역은( ) .Ⅱ Ⅰ

하천부지 및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구역은 자갈이 다량 분포하나 분포 폭이 매우 협소한 것으로 조Ⅱ

사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추조사 및 트렌치 조사 등을 수행하여 하상재료원의 분포 및 재,

료 특성을 조사하였다 현장육안 조사를 통한 현황 특성은 표 와 같다. 2 .

그림 시추조사 위치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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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상 재료원 현황 및 특성 분석2.

구역 예비조사 구간( )Ⅱ 구역 본조사 구간( )Ⅰ

수몰지 상류∙ 댐 제체 상류∙

상시 만수위 선 이상의 구간∙

하천변에 왕자갈 및 전석∙

다량 분포함

모래 자갈층의 분포폭 협소∙ ･
최대 분포 폭은 임200m∙

넓게 하천부지가 분포∙

하천변에 잔자갈 왕자갈이 다량~∙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모래나 전,

석이 분포

최대 분포 폭은 임450m∙

육안관찰 입경∙

- Min/Max : 20/1,200,

average : 280

모래 자갈: = 1∙ : 비율로 분포9

육안관찰 입경(mm)∙

- Min/Max : 10/1,100,

average : 150

모래 자갈: = 3∙ 비율로 분포:7

시추조사 결과 층후는 매립층 전답토층 사력층이 나타나며 전 지역에 모래 자갈층이 분포하는 것으, , , ･
로 조사되었으며 구간별 조사결과 구역 하류부 조사구간은 매립 전답토가, (BH-1~4, BH-9, 10)Ⅰ ･

모래 자갈층은 의 두께로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모래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0.4~0.9m, 2.2~6.0m･
으며 구역 상류부 조사구간은 매립 전답토가 모래 자갈층은, (BH-4~7, BH-11) 0.0~1.5m, 3.5~9.8mⅠ ･ ･
두께로 사력재의 심도가 가장 깊게 나타나는 구간으로 조사되었다 구역 의 경우 자갈층 분. (BH-7~8)Ⅱ

포두께는 이며 매립층 및 모래우세 구간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교적 기반2.7~6.7m ,

암이 천부에 분포하여 사력재의 분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료의 공학적 특성 분석3.3

입도분포 특성3.3.1

하상 사력재 재료원 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재료원을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로 현장입도시A~I

험을 통한 입경가적곡선을 검토하였으며 암석재의 경우 국내외 사례 및 각종 설계기준 등을 통한 입경,

가적곡선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지역은 체 통과량이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의 하상 사력재는 미립, A, E, H #4 15% F

분을 비교적 다량 함유하여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댐 축조재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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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재료원 구역 구분도3.

표 입도분포 시험결과3.

구 분 입도 분포

하상

사력재

축조재료의 강도 특성 분석3.3.2

각 재료원 별 입도분포특성 시험결과를 분석한 후 각 재료원 별로 공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축조재의 사용 가능 여부 및 댐 제체 안정 검토 시 사용할 기본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공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학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각 재료별 대형 실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재료의 정적 및,

동적 물성 특성 파악 및 비교 검토를 위하여 대형정적 진동삼축시험 대형직접전단시험 등을 각 재료별, ,

로 수행하였다 대형시험은 상사 입도법을 적용하여 시험 시료를 구성하였으며 각 죤 별 기존 사례를. ,

분석하여 입도분포를 적용하고 각 입도분포별 다짐시험을 수행하여 시험체 상대 밀도 및 단위 중량을,

선정하였다.

표 대형시험항목 및 수량4.

구 분 사력재 암석재 비 고

대형삼축압축시험 회6 회4

대형진동삼축압축시험 회2 회1

대형투수시험 회5 -

대형직접전단시험 회1 회1

축조재료의 전단강도 및 동적 특성 분석 결과 댐 축조재로써 충분한 강도는 발현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사력재의 정적 및 동적 전단강도가 우수한 공학적 특성을 나타내어 축조재료로써 양호한 성,

능을 타나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짐특성의 경우도 동일 상대밀도 하에서 간극비가 적어 주축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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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수계수 또한 댐 축조재로써 충분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댐 건설예정부지에 위치한 하상 사력재는 댐 축조재료로써 충분한 공학적 특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축조재료의 강도 특성5.

구 분 사력재 암석재 축조재료 적용성

강도특성
C(MPa) 0.053 0.054

사력재 축조:

재료로서 양호 한

물성 확보

(°)φ 41.3 37.0

동적특성
Gmax(MPa) 546~1,067 302~621

h(%) 34.9 35.4

죤별 설계4. CFRD

불투수죤4.1

이 죤의 축조재료는 불투수성으로 비점성 세립토가 적당하고 가능한 세립분을 많이 포함하여야 한다.

죤 의 경우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점토 점토질 실트 실트질 점토 모래질 점토 자갈섞인 점토 낮1 , , , , ,

은 소성지수를 가진 흙 번체 통과량 이상 이상의 돌이나 자갈이 섞이지 않아야 한, #200 30% , 150mm

다 또한 죤 의 경우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입도분포가 좋은 토사 암편 하상모래 자갈로 최대입경. 1A , , ,

이 이하가 적당하다300mm .

차수벽 지지죤 죤4.2 ( 2)

일반적인 차수벽 지지죤의 재료의 특징은 첫째 재료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풍화되지 않은 입자, , ,

이어야 하고 둘째 평균적으로 재료는 최대치수가 번체 이하 재료의 함유량은, 38 75mm, #4 35 55%,∼ ∼

번체 통과율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셋째 점토나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압축성이#200 5 15% , , ,∼

적고 재료분리 방지하여야 하며, 1×10-4 내외의 적합한 투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지층의cm/sec .

내부가 수압에 대하여 안정을 유지하며 지지층과 이어질 암석죤과 잘 부합되어 시공성이 좋고 건설 후

차수벽의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선택층 죤4.3 ( 3A)

선택층은 차수벽과 암석재 제체의 강성차이로 응력이 차수벽이나 차수벽 지지죤에 과도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극의 크기를 제한하여 차수벽 지지죤 재료가 암석 재료의 큰 공극속으로 씻겨 들어가,

는 것을 막아주는 층으로 입도가 크게 다른 두 재료를 서로 인접시켜 놓을 때 그 경계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도의 필터를 넣어 세립분의 유출이 없고 침투수가 안전하게 투과하도록 하는 층이다 따.

라서 축조재료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어야 하며 마모에 대한 저항이 높고 균열이 없고 풍화작용을, , , ,

촉진하는 유해물이 없어야 하며 최대 암편의 크기는 이하이다 또한 점성이 적으며 번체150mm . #200

통과량이 이하여야 하며 필터재료로 보호되는 재료보다 배의 투수성을 지녀야 하고 누수5% , 10 100∼

시 차수벽 지지죤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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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필터죤의 입경크기D15F, D50F : 15%, 50% (mm)

차수벽 지지죤의D15B, D50B, D85B : 15%, 50%,

입경크기85% (mm)

죤4.4 3B

죤 는 댐에 작용하는 수압과 댐 자중에 대해 차수벽을 균등하게 지지하는 층으로 댐체에 작용하는3B

외력을 대부분 담당하고 변형을 최소화 시켜야 하므로 좋은 입도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 .

서 죤 의 입도기준은 설계 기준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주 축조죤의 최대 입경을 이하로3B 500mm

선정하였다 또한 의 기준을 적용 통과량은 이하 통과량은. Cooke & Sherard , 25mm 50% , 5mm 20%

이하 번체 통과량은 이하의 재료를 주 축조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200 10% .

죤4.5 3C

죤 는 직접적인 외력을 받지 않으며 댐의 최하류 부분으로 다소의 침하나 변형이 발생하여도 댐전3C

체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죤 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석괴를 이용하여 죤의 역. 3C

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10-2 이상의 투수계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입도기준을 선정하였다cm/sec .

댐 단면의 안정성 해석 및 분석5.

일반적으로 댐의 안정 계산 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댐 사면의 안정성 수압에 대한 차수벽의 응,

력 및 변위 발생정도 댐의 탄성침하와 변형이 단면설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및 댐 내부의 응력전이,

상태와 축조재료의 안정성 등이다 또한 해석 조건으로는 상 하류쪽에 대해 축조 직후 상류쪽에 대해. , ,

담수 시 및 수위 급강하 시 하류쪽에 대하여 만수 시 지진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일50% ,

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조건을 고려하여 에 대한 제체 안정검토를 위하여 시공단계. CFRD

별 및 담수 상황별 안정 검토를 한계평형법 및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표 검토 방법6.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방 법

본 댐

댐체 사면 안정성∙
한계평형해석 및 강도감소법을 통한 댐 사면의 조건∙

별 안정 검토

댐체의 응력 및 변위∙

거동 분석

수치해석적 방법에 의한 시공단계별 제체의 거동 및∙

차수벽의 거동분석

안정 검토를 위한 토질 정수는 원지반 및 댐 축조재료에 대하여 각각 각종 현장 및 실내시험CFRD

과 문헌식 시공 적용사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값을 도출하였다 원지반의 경우 기초부 및 인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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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토질정수 산정을 위해 시추 조사 및 각종 실내 현장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이 값을 근거로 댐, ,

기초 및 인접 지역의 토사 및 기반암에 대한 기본 물성치를 산정하였다.

표 설계 토질 정수7.

죤
단위중량

(kN/m3)

점착력

(MPa)

내부마찰각

(°)

투수계수

(cm/s)

1 불투수죤 18.0 0.025 30.0 5.0×10-6

1A 보호죤 16.0 0.03 25.0 2.2×10-4

1B 환경친화층 16.0 0.03 25.0 2.2×10-4

2 차수벽지지죤 21.4 0.0 40.7 9.26×10-4

3A 선택죤 20.0 0.0 39.5 5.29×10-3

3B 주축조죤 21.6 0.0 42.1 5.65×10-3

선별3B 선별죤 20.7 0.0 40.9 1.06×10-2

3C 부축조죤 19.6 0.0 37.0 7.0×10-1

사면 안정성 검토5.1

상시 의 사면 안정해석은 강도감소법을 이용하여 시공 단계별 가상 파괴면을 분석하였으며 그CFRD ,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건별 한계평형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이용한 강도감소법 검토결과 축조. ,

직후의 경우 상류 사면에 가상 파괴면이 형성되며 기준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상.

시 만수위시는 담수로 인해 상류측 사면은 안정화되며 하류측에 가상파괴면이 형성되나 댐체의 부분 안

전율은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계평형해석의 경우 강도감소법에 의하여 검토된 결1.3 .

과를 바탕으로 축조직후 및 담수시의 경우 상류측 사면에 대한 안정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하류사50% ,

면의 경우 축조 직후 및 우기시의 안정 검토를 수행하였다.

축조직후 상류면의 가상파괴면 상시만수위

상류 사면 가상파괴면 형성∙

댐제체 부분안전율 이상1.3∙

하류 사면 가상파괴면 형성∙

댐제체 부분안전율 이상1.3∙

그림 강도감소법 해석 결과4.

표 한계평형해석 결과8.

구분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

상류면
축조 완료 담수시(50%)

Fs = 1.550 > 1.3 Fs = 1.582 > 1.3

하류면
축조 완료 담수시(50%)

Fs = 2.034 > 1.3 Fs = 1.93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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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 변형률 거동 분석5.2 -

차원 해석의 경우 총 단계의 시공 단계를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상시 만수위시의 조건까지 수치해석3 4

을 수행하였다 또한 단계에서 차수벽 타설 조건을 고려하여 축조 완료 후 및 상시 만수위 시 차수벽. 3

의 거동 양상을 파악토록 계획하였다.

검토결과 축조직후와 상시만수위시 수평변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최대 수평변위는 축조직후, 1.3

상시 만수위에서 로 차원 해석 결과의 미만으로 나타났다 담수로 인해 댐 중앙부에서, 3.5 2 50% .㎝ ㎝

는 수평변위가 증가하며 양안부에서는 증가와 감소가 교차하여 일어나고 수평 변위량은 정도 증2.2㎝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댐정부 발생 침하량의 경우 차원 해석과는 달리 수압하중에 의한 침하량 증. 2

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최대침하량은 축조직후가 상시만수위시가 로 차원 해석 결18.9 , 19.3 2㎝ ㎝

과의 미만의 침하량을 보인다 담수로 인해 댐 중앙부에서는 침하량이 증가하며 양안부에서는 증50% .

가와 감소가 교차하여 일어나고 담수의 영향으로 발생된 최대 침하량은 로 해석되었다0.4 .㎝

누 계 변 위 변 위 증 감

그림 댐정부 발생 수평 변위량5.

누 계 침 하 량 침 하 량 증 감

그림 댐정부 발생 침하량6.

발생응력은 축조직후의 제체 중심부 바닥에서 최대연직응력은 차원해석시 이고 차원 해석2 1.06MPa , 3

결과는 로 유사한 값을 보여준다 상시만수위의 경우는 제체 중심부 바닥에서 최대연직응력이1.03MPa .

차원 해석 시 차원 해석 시 로 계산되었다2 1.09MPa 3 1.06MPa .

연직방향 분포도 차원 방향(2 Y ) 차원 해석결과3

그림 차원 축조 직후 발생 응력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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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방향 분포도 차원 방향(2 Y ) 차원 해석결과3

그림 차원 상시 만수위시 발생 응력8. 2, 3

콘크리트 차수벽에 작용하는 주요 하중은 죤 및 죤 의 쌓기에 의한 자중이고 이때 콘크리트 차수1 1A ,

벽에 발생하는 휨모멘트는 이며 휨응력 증가량은 로 산정되었다0.328 kNm/m , 0.022MPa .․
최대 모멘트 발생위치는 죤 및 죤 의 상단에서 발생하고 콘크리트 차수벽의 최대발생응력이 허용1 1A ,

휨인장응력 이내의 값으로 계산되었다 담수 후에 콘크리트 차수벽에 작용하는 주요 하중은(0.6 MPa) .

정수압 하중이고 이때 수압 작용으로 발생한 휨모멘트는 이며 휨응력은 으로 해1.515 kNm/m , 0.1MPa․
석되었다 최대 모멘트 발생위치는 댐양안 이음부 부근이고 최대발생응력이 허용 휨인장응력 이내로 검.

토되었다.

축조직후 담수직후

그림 콘크리트 차수벽 검토 결과9.

결론6.

본 연구는 부항 다목적댐의 축조 설계 과정에서 석산 개발 및 이에 따르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댐 수몰지 상류에 위치하는 하상 사력재를 댐의 주 축조재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

다 석산을 축조재로 사용하는 것보다 환경 훼손이 적은 수몰지내 사력재를 주 축조재로 사용 시 산림.

훼손의 방지는 물론 발파 작업 등에 따른 민원 문제의 최소화 및 수몰지내에서의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

여 주 작업로로 사용함으로서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에서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대한 연구를 수, ,

행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축조를 위한 재료원 검토결과 댐 부지의 인접한 석산 등은 품질상태가 불량하여 축조재료의1. CFRD ,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석산개발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하상 사력재의 경우 수몰.

지 구간 내에 축조 필요량을 만족하는 충분한 양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몰지내의 하상 사력

재를 주축조재에 대한 재료원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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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조재로 선정된 하상 사력재에 대하여 축조재료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설계자료 및2.

기준 등을 검토한 후 수행한 실내 및 현장 시험결과 입도 조건이 만족하고 재료의 강도 특성에서는,

암석재에 비하여 더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주 축조죤에 대하여 하상 사력재를 사용 시 세립분에 의한 투수계수가 암석재에 비하여 낮으며3. 3B ,

차수벽에서의 누수 시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체를 이용 세립분을 제거한 선별죤을 설치하였다#4 , 3B .

댐 시설기준 및 기타 설계 사례 등에서 수행되었던 안정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한계평형 및 강도 감4. ,

소법에 의한 사면안정성 시공단계별 및 축조 완료 후 담수 시에 대한 댐체의 응력 변위에 대한 거동,

분석 결과여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상기 검토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 축조재료로 석산의 개발이 아닌 수몰지 구간의 하상 사력5.

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경제성 환경성 시공성 및 댐의 안정성을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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