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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압수조(Surge Tank)는 도송수 관로 사이의 수(水)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댐 부대시설물로서, 

상류 측 도수로와 하류 측 수압관로의 접합부에 설치

되어 발전에 사용하는 수량(水量)의 변동에 기인한 수

압관로 내의 압력 변동을 흡수하여 과대한 압력 변동

이 도수로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Fig. 

1). 조압수조가 지진에 의해 손상되어 파손 위치로부터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수로를 통해 저수지의 물

이 유출되며, 그 유출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조압수조 

하류에 재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수로의 

최상류부에 유수제어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유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

압수조로부터 상류 측의 수로 내부에 저류한 물은 유

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압수조는 도수로 및 수압관로의 레이

아웃을 최적화하고자 산의 경사부 꼭대기 부근 암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압수조의 지하부(암

반 매설부)에서는 지진응답변위가 지상부에 비해 작게 

발생하고 대규모 누수가 발생할 만한 손상은 입지 않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조압수조의 내진성능 조사

는 지진에 의해 손상되었을 경우에 누수 발생이 상정

되는 조압수조의 지상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며, 다만 지하부에 대해서는 지질 불량부와 접함

으로써 지진에 의해 큰 변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

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1).

그러나, 때때로 지상에 노출되는 노출형으로 설치되

는 경우에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에는 조압수조의 거동이 캔틸레버보와 유

사한 거동을 보이므로 지상에 노출되는 접촉부에서 과

도한 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부 또한 과다한 변위

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하부에서

도 지질 불량부와 접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의해 큰 변

위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손상에 대

한 해석 검토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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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ge tank.

이 연구에서는 노출형 조압수조의 내진성능 평가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해석 모델로는 조압수조의 지

상부만 고려하는 경우와 지하부를 포함하는 경우를 함

께 고려하고자 하며, 지상부 및 지하부와의 접촉면에

서의 경계조건도 고정단과 지반스프링을 각각 고려하

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각 모델별 내진성능을 상호 비

교함으로써 해석모델에 따른 내진성능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해석모델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해석모델은 총 3가지로

서 Fig. 2와 같다. Fig. 1에서 M1과 M2는 상부구조만 고

려한 경우이고, M3는 지하부까지 함께 고려한 경우이

다. M1은 상부의 바닥면이 암반부에 고정된 경우를 모

사하고 있으며, M2는 바닥면에 암반 스프링계수를 모

사한 경우이다. M3는 지하부 바닥면만 고정단으로 모

사하고 나머지 경계면은 모두 암반스프링으로 모사한 

경우이다. 모델링에 사용된 요소는 모두 8절점 solid 요

소를 사용하여 3차원 유한요소모델로서 모사하였으며, 

각 모델별 모델링 정보는 Table 1에 도시하였다. 

각 모델에 사용된 재료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탄성계수(E) = 21.29(GPa)

․콘크리트 포와송비() = 0.15

(a) Model 1(M1)

(b) Model 2(M2) (c) Model 3(M3)

Fig. 2. Comparative models of surge tank.

Table 1. Modeling information

No. M1 M2 M3

Nodes 5,250 5,800 24,700

Elements
8-node solid elements

3,550 3,550 14,800

․콘크리트 밀도() = 2.5(ton/m3)

․콘크리트 설계강도(ck) = 20.60(MPa)

․암반 탄성계수(Er) = 5.40(GPa)

․암반 포와송비(r) = 0.20

암반의 반력계수 및 동적 허용응력은 각각 도로교 

설계기준2)에 따라 Table 2와 Table 3과 같이 산정하였

다. 참고로, Bh와 Bv는 수직터널의 수평ㆍ수직방향 환

산재하폭(cm)을 의미한다.

Table 2. Spring coefficient of rock

Horizontal coef.    × 



 


Vertical coef.    × 



 


Coef. values
  


××

  GPa
   (Earthquake, Rock)

Table 3. Dynamic allowable stress

Allowable stress Values

Compression    23.69(MPa)

Tension   ×  3.88(MPa)

Shear   ×  2.06(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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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방법

조압수조 해석은 원형 형상을 고려하여 3차원 해석

모델(Fig. 3)을 사용하였으며, 작용 하중으로는 자중

(D), 내부 저수에 의한 정수압(SW)과 동수압(DW) 및 

지진 관성력(E)을 고려하였다. M1과 M2는 수직터널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실제 정수압과 동수압은 작용하지 

않으며, M3는 수직터널에 정수압과 동수압이 작용하므

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Load cases

․M1 & M2 : D+E

․M3 : D+E+SW+DW

수위조건은 발전 정지 중의 저수지 만수위로 고려하였

으며, 내부 저수에 의한 동수압은 수평진동에 의한 동수

압을 부가질량으로 모델링하여 지진 관성력과 함께 고려

하였다,3,4). 지진하중으로는 유사정적해석과 시간이력해

석을 수행하여 두 응답해석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시간이력해석에 사용된 지진하중은 내진1등급, 지반

조건은 경암지역(Ca=0.09, Cv=0.09), 위험도계수 1.4 

(1000년 재현주기)를 갖는 지진5)을 고려하였으며, Fig.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PGA=0.126 g를 갖도록 3개의 인

공지진가속도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최대응답을 고려

하였다. 

◾ Static Analysis

․지진하중: PGA=0.11g(500년 재현주기)

․동수압: Westergaard 분포하중3,4)

◾ Dynamic Analysis

․지진하중: PGA=0.126g를 갖는 인공지진파 

(1000년 재현주기)

․동수압: Westergaard 부가질량3,4)

(a) 3D Modeling of Model 1 (b) Cross-Section of Model 1

Fig. 3. Cross-sectional view of 3D model.

(a) Artificial Earthquake A

(a) Artificial Earthquake B

(a) Artificial Earthquake C

Fig. 4. Generation of artificial earthquakes.

지진하중의 재하는 식 (1)과 같이 세 축 방향으로 동

시에 재하하였으며, 수직방향 지반가속도(
)는 수평방

향 가속도의 절반을 적용하였다. 

LCeq  × × ×
LCeq  × × × (1)

LCeq  × × ×

3. 해석결과 및 분석

3.1 고유치해석

각 모델별 고유치해석을 위하여 고려한 전체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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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al mass participation

Mass participation M1 M2 M3

Mode # 1000 400 1000

x dir. 98.10 98.12 96.06

y dir. 98.10 98.12 96.06

z dir. 80.80 93.30 98.80

수는 각 방향별 모달질량의 기여도가 90% 이상이 되

도록 Table 4와 같이 고려하였다. 

그에 따른 3축 방향 각각의 초기 2개 고유주파수 및 

모드형상 그리고 각 모달질량의 기여도(Modal Mass 

Participation)를 Figs. 5~7에 도시하였다. Fig. 5에서 모

델 1은 1~2차, 3~4차 모드에서 x방향과 y방향이 대칭

적이며 상호 연계됨을 알 수 있다. 이후 z방향으로 5~6

차 모드가 발현된다. Fig. 6에서 모델 2는 x방향과 y방

향이 역시 대칭적이나 모델 1과는 달리 두 방향이 연

계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에서 모델 3은 

앞서의 두 모델과는 달리 z방향으로 1차 모드가 발현

되며, 2~3차와 4~5차가 x방향과 y방향으로 대칭적이며 

이후 6차 모드가 z방향으로 발현된다. 2~3차 모드는 x

방향과 y방향이 서로 비연계되나 4~5차 모드는 두 방

향이 상호 연계되어 모드형상이 구현된다. 

(a) 1st mode(f 1
n=21.77 Hz)

x-dir. mass: 17.13
y-dir. mass: 35.79

(b) 2nd mode(f 2
n=21.77 Hz)

x-dir. mass: 35.79
y-dir. mass: 17.13

(c) 3nd mode(f 3
n=41.86 Hz)

x-dir. mass: 1.79
y-dir. mass: 3.93

(d) 4th mode(f 4
n=41.86 Hz)

x-dir. mass: 3.93
y-dir. mass: 1.79

(e) 5th mode(f 5
n=52.58 Hz)

z-dir. mass: 44.76
(f) 6th mode(f 6

n=56.75 Hz)
z-dir. mass: 12.70

Fig. 5. Eigenvalue analysis of model 1.

(a) 1st mode(f 1
n=18.27 Hz)

y-dir. mass: 61.07
(b) 2nd mode(f 2

n=18.27 Hz)
x-dir. mass: 61.07

(c) 3nd mode(f 3
n=39.15 Hz)

x-dir. mass: 7.61
(d) 4th mode(f 4

n=39.15 Hz)
y-dir. mass: 7.61

(e) 5th mode(f 5
n=43.64 Hz)

z-dir. mass: 22.59
(f) 6th mode(f 6

n=47.97 Hz)
z-dir. mass: 36.39

Fig. 6. Eigenvalue analysis of model 2.

(a) 1st mode(f 1
n=16.84 Hz)

z-dir. mass: 48.02
(b) 2nd mode(f 2

n=17.40 Hz)
x-dir. mass: 24.16

(c) 3nd mode(f 3
n=17.40 Hz)

y-dir. mass: 24.16

(d) 4th mode(f 4
n=37.85 Hz)

x-dir. mass: 1.53
y-dir. mass: 1.82

(e) 5th mode(f 5
n=37.85 Hz)

x-dir. mass: 1.82
y-dir. mass: 1.53

(f) 6th mode(f 6
n=47.99 Hz)

z-dir. mass: 17.39

Fig. 7. Eigenvalue analysis of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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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진응답해석

각 모델별 시간이력해석을 통한 최대 지진응답을 살

펴보았다. 먼저 최대 가속도 응답이 발생하는 최상단 

위치에서의 모델별 가속도 시간이력곡선을 Fig. 8에 도

시하였다. 

최대 가속도값을 모델별로 비교해보면, M3에서 

0.378g, M1에서 0.374g, M2에서 0.306g의 유사한 수준

에서 가속도 응답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대 변위 응답이 발생하는 최상단에서의 결

과를 Fig. 9에서 살펴보면, M1, M2, M3의 순으로 변위

응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M3에서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하는데,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M3이 가장 유연

한 모델임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Fig. 4의 인공지진 3개에 대한 식 (1)의 

지진하중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응력 결과를 

Fig. 8. Time history curves of peak accelerations of 3 models.

Fig. 9. Time history curves of peak displacements of 3 
models.

Table 5. Principal stress in compression (단위:MPa)

sc M1 EQA EQB EQC Peak

M1

LC1 -0.473 -0.489 -0.492

LC2 -0.473 -0.489 -0.492

LC3 -0.398 -0.404 -0.407

Peak -0.492

M2

LC1 -0.512 -0.518 -0.508

LC2 -0.512 -0.518 -0.508

LC3 -0.462 -0.461 -0.462

Peak -0.518

M3

LC1 -1.414 -1.416 -1.414

LC2 -1.414 -1.416 -1.414

LC3 -1.447 -1.457 -1.448

Peak -1.457

Table 6. Principal Stress in Tension (단위:MPa)

st M1 EQA EQB EQC Peak

M1

LC1 0.112 0.117 0.116

LC2 0.112 0.117 0.116

LC3 0.063 0.064 0.065

Peak 0.117

M2

LC1 0.389 0.386 0.378

LC2 0.392 0.389 0.381

LC3 0.143 0.143 0.141

Peak 0.392

M3

LC1 1.999 2.023 2.006

LC2 1.998 2.023 2.006

LC3 2.094 2.131 2.104

Peak 2.131

Table 7. Maximum Shear Stress (단위:MPa)

tmax M1 EQA EQB EQC Peak

M1

LC1 0.224 0.231 0.233

LC2 0.224 0.231 0.233

LC3 0.184 0.187 0.188

Peak 0.233

M2

LC1 0.308 0.306 0.306

LC2 0.306 0.304 0.305

LC3 0.230 0.230 0.230

Peak 0.308

M3

LC1 1.062 1.070 1.064

LC2 1.061 1.070 1.064

LC3 1.118 1.138 1.123

Peak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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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s 5~7에 제시하였다. Table 5는 압축 주응력 결과

를, Table 6은 인장 주응력 결과를, Table 7은 최대 전

단응력 결과를 각 지진하중 조합별로 정리하여 수록한 

결과이다. 압축에 대해서는 M1과 M2는 유사한 수준의 

주응력 결과를 보이는 반면 M3는 약 3배 정도 증폭되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7의 최대 

전단응력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을 관측할 수 있다. 

M1과 M2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최대 전단응력 결과

를 보이는 반면, M3는 M1과 M2의 응력수준과 4배 전

후의 증가폭을 보인다. 한편, 인장에 있어서는 M1과 

M2가 3배 이상 주응력 차이를 보이며, M3는 M2에 비

해 또 5배 이상 증폭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경계조건 및 수직터널의 고려유무에 따라 각 

모델별 최대응력값은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최대응력들의 동적 허용치

(Table 3)와 비교할 때 비록 큰 폭으로 증폭되는 결과

를 보인 M3의 경우에도 여전히 안전 측에 머무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s. 10~12는 각 모델별 응력 분포도를 도시한 결과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M3의 압축응력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최대 응력이 조압수조의 저면 또는 수

직터널과의 접합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M3의 압축응력은 수직터널의 하단부가 지점부에 

(a) Compression  c (a) Compression  c

(b) Tension  t (b) Tension  t

(c) Shear s (c) Shear s

Fig. 10. Stress distribution of M1.Fig. 11. Stress Distribution of M2.

(a) Compression  c (b) Tension  t (c) Shear s

Fig. 12. Maximum stresses.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최대 압축응력이 발생하게 되

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조압수조의 내진응답해석에 있

어서 수직터널의 고려 유무 및 지점조건의 반영에 있

어서 현장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조압수

조의 저면 및 수직터널과의 접합부에 대한 직접적인 

단면 보강을 하든지 또는 기존 조압수조와 같이 해당 

취약부위의 직접적인 보강이 힘든 경우에는 내진보강

을 통한 취약부위의 응력 저감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3 내진성능평가: 유사정적해석 vs 동적시간이력해석

마지막으로 각 모델별 내진성능 평가방법에 있어서 

지진하중을 정적 재하하는 유사정적해석결과와 동적

시간이력해석결과를 상호 비교․검토하였으며, 최대 

응력값을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에서 동적해석

결과는 앞서의 Tables 5~7에서의 최대 응력값을 도시

한 결과이다.

해석방법에 따른 각 모델별 결과를 살펴보면, 응력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동적해석결과

가 유사정적해석결과보다는 조금씩 큰 응력결과를 보

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M1과 M2에서는 정적해석보다

는 동적해석결과가 비교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M3

에서는 압축응력을 제외하고는 두 방법에 있어서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M3모델의 압축응

력에서는 동적해석결과보다는 정적해석결과가 큰 결

과를 보임으로써 다른 응력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한편, 비록 압축응력에서 두 해석법이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압축응력의 동적 허용치를 고려

할 때 매우 높은 안전율을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는 무

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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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ative results of static & dynamic analyses

Peak values
(MPa)

Static analysis Dynamic analysis

C T S C T S

M1 -0.402 0.065 0.189 -0.492 0.117 0.233

M2 -0.457 0.116 0.233 -0.518 0.392 0.308

M3 -2.228 1.942 1.174 -1.457 2.131 1.138

현 단계에서 조압수조의 내진성능 평가는 1단계에

서 정적응력해석을 수행하여 성능평가를 하고, 내진안

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2단계에서 동적시간이

력해석을 통하여 상세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

구결과로부터 이러한 접근법이 충분히 합리적임을 확

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고찰

이 연구에서는 댐의 부속시설물로서 설치되는 조압

수조의 해석모델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결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조압수조의 모델링 방법으로는 조압수조만 

고려하되 지점의 경계조건을 달리 하는 2가지 경우와 

조압수조가 연결되는 수직터널을 포함한 경우를 고려

하였다. 내진성능 평가방법은 시간이력해석방법에 따

른 최대 응력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유사정적해석

법 결과와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해석결과로부터 해석

모델에 따라 달라지는 응력분포의 변화 및 거동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조압수조에서 내진보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 부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

과로부터 조압수조의 내진성능평가 시 수직터널과의 

연결부에 대한 지점조건 및 수직터널의 포함여부에 대

한 세밀한 모델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불확실

성이 큰 경우에는 조압수조의 개별적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구조물의 거동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는 지점조건과 수치모델의 적용이 필

요하며, 이로부터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우 취약부위에 

대한 내진성능 개선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조압수조의 효과적 내진

보강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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