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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small reservoirs have been constructed for the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but most of them have been over 

50 years from the year of construction. Aging agricultural reservoirs are being investigated for serious defects such as leaks 

and movements in slope, which are very vulnerable to safety. Accordingly, grouting methods are used to reinforce aging 

agricultural reservoirs in Korea. However, cement used as a grouting injection material consumes natural resources and 

generates a large amount of greenhouse gases during production.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sufficient reinforcement 

is not made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injection amount, the compounding ratio, the injection pressure, and etc. 

Therefore, due to these problems,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nd methods that can replace the grouting method 

and cement is requir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conducted an laboratory test on the surface stabilizer 

used to secure the stability of road and rail slopes. In addition, the program was analyzed and the reinforcing effect was 

examined when the surface stabilizer was used as reinforcement material for aging agricultural reservoir. As a result of the 

laboratory test, when the surface stabilizer is mixed, the increase of cohesion is possible up to 9% and there is no change 

in the friction angle. The results of the program analysis showed that the 1.0m reinforcement of slopes increased the factor 

of safety by 1.4 times, making it possible to reinforce the aging agricultural reservoir using surface stabilizers. And as a 

reinforcement method, it was analyzed that it is most appropriate to reinforce the slope and the bottom of slope 

simultaneously.

요   지

우리나라는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소규모의 저수지가 건설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준공년도로부터 5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누수 및 비탈면의 활동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조사되고 있어 안전상 매우 취약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그라우팅 공법을 활용하여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라우팅 공법의 주입재로 사용되는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천연자원의 소비와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주입량, 배합비, 주입압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및 공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와 철도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층안정재에 대해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와 프로그램 해석결과를 분석하여 표층안정재를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강효과를 검토하였다. 실내시험 결과, 표층안정재의 혼합비가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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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벼농사 위

주로 영농을 해왔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저수

지를 건설하여 사용하였고, 1906년 ‘수리조합조례’가 발

표된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쌀 증산을 위해 소규모의 

저수지가 많이 건설되었다(Hong, 2004). 현재 우리나라에 

농업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된 저수지는 총 17,289

개소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저수지 중 1945년 이전에 건

설되어 준공년도로부터 75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51.1%

에 해당하는 8,833개소이고,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24.5%에 해당하는 4,246개소로 조사되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8). 국내의 기

준에 따르면 저수지의 공용내구연수는 60년으로 제시되

어 있으나, 경제성을 고려할 때 50년을 일반적으로 적용하

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이를 고려할 때 건설된 저수지의 약 75%는 공용내

구연한을 초과하고 있으며,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다.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정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

수의 저수지에서 누수 및 비탈면의 활동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조사되고 있어 안전상에 매우 취약한 문

제를 갖고 있다(Shin and Lee, 2012). 특히 최근에는 우리

나라 주변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

생함에 따라 매년 농업용 저수지의 붕괴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

촌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노

후된 농업용 저수지를 보수하고 있다(Song, 2019).

국내에서는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를 보수 및 보강하기 

위해 그라우팅(grouting) 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7). 국내에서는 그라우팅 공법의 주입재로 시멘

트 현탁액 또는 시멘트-벤토나이트, 시멘트-점토 혼합액 등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Ordinary Portland Cement)

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Lee et al., 2019). 그러나 보통 포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 그라우팅을 하는 경우, 주입량, 

배합비, 주입압력, 주입시간, 시멘트의 분말도에 따라 그

라우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주입재가 제체를 따라 유

동하는 물에 의해 용탈할 경우에는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Lee et al., 2019). 또한 시멘트는 생

산과정에서 석회석 등의 천연자원이 소비되고, 다량의 온

실가스가 발생하는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의 그라우팅 공법 및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및 공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Song and Seo, 2019).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도로와 철도 비탈면의 안정

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층안정재에 대해 실내시

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시험결과를 반

영한 프로그램 해석을 통해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효

과를 검토하였다.

2. 실내 시험

2.1 사용재료

2.1.1 연구에 사용된 표층안정재

본 연구에 사용된 표층안정재는 포졸란(pozzolan) 반응

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건조수축의 감소와 압축강도의 

증가가 가능하여 시멘트와 콘크리트 재료에 혼합되고 있

는 다양한 플라이애시(fly ash) 중 소각된 후 전기집진기에 

의해 포진된 제지애시(paper ash)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칼슘실리

케이트 수화물(C-S-H, Calcium Silicate Hydrate)과 칼슘 

알루미네이트 수화물(C-A-H, Calcium Alumina Hydrate)

과 에트링자이트(ettringite)를 생성할 수 있는 표층안정재

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표층안정재

의 화학적 구성성분을 나타내었다.

2.1.2 원지반 흙의 물리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층안정재의 경우, 현장의 흙과 혼합

따라 점착력은 증가하였으나, 혼합비 9% 이상에서는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 점착력의 증가가 가능한 최대 혼합비는 

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해석결과에서는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비탈면 1.0m를 보강하는 경우 안전율이 약 

1.4배 증가하여 표층안정재를 사용한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강방법으로는 비탈면과 

비탈면 하부를 동시에 보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Surface stabilizer, Agricultural reservoir, Laboratory test, Seepage and Stability analysis, Reinforc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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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강도발현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원리를 통해 비탈

면의 보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표층안정재를 사용하여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를 보강하는 경우, 보강효과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흙과의 혼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1945년 이전에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에 건설

되어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에서 흙을 채취하여 사용하였

다. Table 2는 연구에 사용된 원지반 흙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2.2 시험조건

2.2.1 시험 방법

표층안정재를 사용하여 노후 농업용 저수지를 보강하

는 경우, 보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점착력(c, 

cohesion)과 내부마찰각(, friction angle)을 파악하고 있

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을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전단시험,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

시험 중 시험시간이 비교적 짧고, 시험방법이 간단하며 

KS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직접전단시험(KS F 2343, 2017)

을 실시하였다.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장

비는 수직하중의 경우 10kN, 수평하중의 경우 20kN까지 

재하(loading)가 가능하여 표층안정재를 비롯한 시멘트 혼

화재료 등 높은 강도를 갖는 재료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

고, 로드셀(load cell)과 변위계(displacement gauge)를 통

해 전단응력과 수평변형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

험장비를 사용하였다. Fig. 2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

장비를 나타내었다.

2.2.2 배합 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표층안정재는 국내의 화강풍화토와 

Fig. 1. Chemical reaction process of the surface stabilizer

Table 1. Chemical constituents of surface stabilizer

Material
Chemical constituents

SiO2 Al2O3 CaO MgO K2O Na2O TiO2 Fe2O3 SO3 Loss

Surface stabilizer 37.06 19.67 26.23 12.42 0.18 1.22 1.38 0.58 None 1.61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soil

Water

content

(%)

Gravity

specific

Liquid

limit

(%)

Plastic

index

(%)

Particle size distribution
US

CS

Unit

weight

(γ, kN/m3)

Maximum dry

unit weight

(γd·max, kN/m
3)4.75mm 2.00mm 0.075mm

35.45 2.669 28.31 3.91 99.87 95.58 53.46 ML 18.0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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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비 6%로 혼합하는 경우, 양생 7일에서 압축강도가 원

지반 상태에 비해 약 3배∼4배 증가하여 압축강도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재료이다(Bhang, 2016).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짐시험을 통해 산정된 최대건조단위중량(γd·max, 

maximum dry unit weight)의 90%에 해당하는 흙의 단위

중량 16.15kN/m3에 대해 중량비 3%, 6%, 9%, 12%로 표

층안정재를 혼합하고, 공기 중에서 일반적인 상태(normal 

state)로 3일, 7일, 14일, 28일간 양생하는 것을 배합 조건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표층안정재가 시공되는 농업용 저

수지의 경우, 1년 중 대부분이 물이 저수되어 있어 저수된 

물로 인해 표층안정재의 충분한 강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중에서 양생을 진행하여 완전히 

포화(saturated)되었을 때 강도의 개선효과가 동일하게 나

타나는 지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공기 중에서 7일간 양생

한 후 수중에서 1일, 3일, 7일, 14일, 28일간 양생하는 조

건에 대해서도 배합조건으로 설정하였다.

3. 시험결과 및 분석

3.1 실내시험 결과

표층안정재를 노후 농업용 저수지에서 채취한 흙과 혼

합한 재료에 대해 수직응력(σ, normal stress)을 100kPa, 

200kPa, 400kPa, 800kPa, 1,600kPa로 2배씩 증가시키며 

직접전단시험을 5회 실시한 후 Mohr-Coulomb의 파괴기

준(failure criteria)에 따라 점착력(c, cohesion)과 내부마찰

각(, friction angle)을 산정하였다. Table 4와 Fig. 3∼

Fig. 4에는 혼합비와 양생일에 따른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의 산정결과를 원지반 흙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a) Direct shear test apparatus (b) Measurement result

Fig. 2. Direct shear test apparatus and measurement result

Table 3. Mixing condition of surface stabilizer

Water content (%) Unit weight (kN/m3) Curing condition Curing time (Days)

14.54 16.15 Normal state, Saturated 1, 3, 7, 14, 28

Table 4. Mixing condition of surface stabilizer

Curing time

(day)

Cohesion (c, kPa) Friction angle (, °)

3% 6% 9% 12% 3% 6% 9% 12%

Normal

state

1 216.8 241.9 468.3 466.1 37.2 38.9 39.4 37.1

3 207.1 293.6 674.1 457.2 38.4 39.1 32.0 39.7

7 205.7 336.6 664.9 508.6 42.2 40.0 44.3 41.5

14 246.0 377.2 656.2 616.5 38.2 39.6 39.7 37.2

28 184.7 320.6 842.9 828.6 42.1 38.3 36.0 32.6

Saturated

1 83.3 208.3 522.9 595.5 40.0 40.8 34.0 38.6

3 69.4 228.8 670.8 507.0 40.3 39.2 34.1 39.1

7 118.3 259.7 592.3 465.1 39.7 37.8 42.4 42.1

14 40.8 184.5 666.8 436.9 42.9 40.8 34.5 49.9

28 78.1 216.9 745.1 536.1 40.8 38.3 34.4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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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Fig. 3에 나타낸 점착력의 경우 일반적인 상

태(normal state)에서는 혼합비가 3%에서 9%로 증가함에 

따라 점착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합비 

12%의 경우에는 양생 초기에 혼합비 9%보다 점착력이 

작은 값을 나타내었고, 양생 14일 이후부터는 동등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중 상태에서 완전히 포화

된(saturated) 시료의 경우에서도 혼합비가 9%까지 증가

함에 따라 점착력은 증가하였으나, 혼합비 12%는 혼합비 

9%에 비해 전체적으로 점착력이 작은 값을 나타내어 점

착력의 증가를 위한 최대 혼합비는 9%가 한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혼합비 3%와 6%의 경우에는 양생일이 

증가하여도 점착력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완전히 포화

(saturated)된 상태에서는 점착력이 원지반 흙의 최대 

83.5%로 감소하여 원지반 흙의 점착력과 거의 동등한 값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혼합비가 9% 이상인 경우, 일반적

인 상태(normal state)에서는 양생일이 증가함에 따라 점

착력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포화된(saturated) 상태

에서는 양생일이 증가함에 따라 점착력이 증가하지는 않

았으나, 포화로 인한 점착력의 감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혼합비 9%가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표층안정재로 

적용시 최대 점착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한계 혼합비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내부마찰각의 경우에는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험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아 혼합비의 

증가와 양생일의 변화에 따른 내부마찰각의 변화를 파악

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부마찰각이 큰 변화

가 없이 35°∼45°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내부마찰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지

반 흙의 내부마찰각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a) Normal state (b) Saturated

Fig. 3. Change of cohesion by curing time

(a) Normal state (b) Saturated

Fig. 4. Change of friction angle by c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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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혼합비가 내부마찰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3.2 프로그램 해석 결과

표층안정재를 노후 농업용 저수지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석 프로그램인 Geo-

studio를 사용하여 비탈면에 대한 안정해석과 침투해석을 

연동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단면은 흙 재료

를 채취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에 위치하고 있고, 유효

저수량이 5,160m3으로 소규모의 농업용 저수지이며, N치

가 5이하로 느슨한 상태인 실트질 모래(SM)와 저소성 실

트(ML)로 구성되어 있다. Fig. 5에는 해당 단면에 대한 표

준관입시험(SPT, Standard Penetration Test) 결과와 단면

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를 실측한 단면에 대해 표층안정

재를 사용하여 보강하는 경우, 안정성 확보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비탈면만을 보강하는 방법(Case 1)과 비탈면과 

둑마루를 동시에 보강하는 방법(Case 2), 비탈면과 하부지

반을 동시에 보강하는 방법(Case 3), 둑마루와 비탈면, 하

부지반을 동시에 보강하는 방법(Case 4)와 같이 4가지의 

보강방법을 설정하였다. 또한 표층안정재를 사용하는 경

우 비탈면만을 1.0m의 깊이로 개량하는 방법이 주로 적용

되고 있다(Bhang, 2016). 그러나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저수된 물로 인하여 침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제체 내부에서의 침식 및 세굴을 유발하여 안정성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층안정재를 사용하

여 노후 농업용 저수지를 보강하는 경우 침투를 억제시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강깊이를 판단하기 위

해 보강 깊이 1.0m를 기준으로 1.0m씩 증가시켜 1.0m, 

2.0m, 3.0m로 증가시켰다. 또한 표층안정재의 경우 비탈

면만을 보강하나, 둑마루와 하부지반을 보강하는 경우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탈면의 보강

깊이인 1.0m와 동일하게 1.0m를 보강하는 고려하였고, 

0.5m씩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둑마루와 하부지반에서의 

보강길이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Fig. 6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의 보강방법에 대하

여 나타내었다.

Fig. 5. Analysis section in this study

(a) Case 1 (slope) (b) Case 2 (slope and top)

(c) Case 3 (slope and bottom) (d) Case 4 (all)

Fig. 6. Analysis sec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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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사용된 재료 중 저수지와 하부 지반은 현장에서 

채취한 흙에 대해 직접전단시험과 변수위 투수시험을 수

행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점착력(c) 및 내부마찰각()

과 투수계수(k, coefficient of permeability)를 사용하였다. 

표층안정재는 현장에서 다짐도 90%로 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점착력(c)과 내부마찰각()은 실내시험 

결과를 활용하였고, 투수계수는 직경(D) 10cm, 길이(L) 

12.5cm의 몰드(mold)에 다짐도(DC, Degree of Compaction) 

90%로 다짐을 실시하여 시편을 제작한 후 해당 시편에 대

해 변수위 투수시험(KS F 2322, 2015)을 3회 실시하여 산

정된 투수계수를 적용하였다. Table 5에는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지반정수를 나타내었다.

프로그램을 사용한 안정성 해석은 저수지의 설계시 안

정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3가지 상태에 대해 검

토하였다. 각 3가지 상태는 저수지의 건설 직후(after 

construction) 상태로 저수된 물이 없는 상태(■)와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위(H.W.L., High Water Level)를 적용하여 

이에 따른 물의 흐름을 고려하는 상태(●), 저수된 물이 

단기간동안 배수되어 수위가 급강하(drawdown)하는 상태

(▲)로 저수지가 가장 위험한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

서 표층안정재를 사용하여 농업용 저수지를 보강하는 경

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3

가지 상태에 대한 프로그램 해석을 실시하였고, 해석결과

를 Fig. 7에 나타내었다.

Table 5. Properties of material in program analysis

Layer
Model Unit Weight

(γ, kN/m3)

Cohesion

(c, kPa)

Friction angle

(, °)

Coef. of permeability

(k, cm/sec)Geotechnic Hydraulic

Reservoir

Mohr-Coulomb Van Genuchten

18.0 42.4 39.1 6.47×10-5

Underground 18.0 42.4 39.1 6.47×10-5

Surface stabilizer 19.5 600 44.3 8.77×10-9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7. Change of cohesion by c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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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석결과, 비탈면에만 보강(Case 1)하는 경우

에서는 시공 직후(after construction)와 홍수위(H.W.L)에

서는 보강깊이가 증가함에 따른 안전율(FS, Factor of 

Safety)의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위 급강

하(drawdown) 조건에서는 표층안정재로 비탈면을 보강한 

결과, 무보강(none) 상태에서의 안전율보다 약 1.4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층안정재를 사용한 노후 농업용 저

수지의 보강은 위험상태에 대한 저수지의 안정성 확보 측

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강깊이의 증가

에 따른 안전율의 증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보강깊이가 

1.0m에서 3.0m로 증가하여도 안전율의 증가는 크게 이루

어지지 않아 보강깊이는 1.0m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탈면과 둑마루를 동시에 보강하는 경우(Case 2)와 비

탈면과 비탈면 하부를 동시에 보강하는 경우(Case 3), 비

탈면과 둑마루, 비탈면 하부 전체를 보강하는 경우(Case 4)

를 비교한 결과, 비탈면과 비탈면 하부를 동시에 보강하는 

경우(Case 3)에 비탈면의 안전율은 비탈면과 둑마루를 동

시에 보강하는 경우(Case 2)에 비하여 약 1.05배 크고, 전

체를 보강하는 경우(Case 4)와는 비슷한 수준의 안전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표층안정재를 사용하여 노후 농업용 

저수지를 보강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시공성, 경제성을 고

려할 때 비탈면과 비탈면 하부를 동시에 보강(Case 3)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비탈면 하부의 보강

길이(reinforcement length)는 1.0m에서 2.0m로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조건에 맞추어 2.0m 

이상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공법으로 사

용되고 있는 그라우팅 공법을 대체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층안정재

에 대해 실내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반영한 프로그

램 해석을 통해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효과를 검토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노후 농업용 저수지에서 채취한 흙과 표층안정재를 

혼합하여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고 점착력과 내부마

찰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혼합비의 증가에 따른 점

착력의 증가는 혼합비 9% 이하까지 나타나고, 혼합비 

9% 이상에서는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 점착력

의 증가가 가능한 최대 혼합비는 9%인 것으로 분석되

었고, 내부마찰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프로그램 해석결과, 표층안정재를 사용하여 노후 농

업용 저수지의 비탈면 깊이 1.0m를 보강하는 경우 수

위급강하 조건에서 무보강 상태에 비해 안전율이 약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층안정재를 사용한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표층안정재를 사용하여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비탈면

과 둑마루, 비탈면 하부, 전체 단면을 보강하는 방법에 

대하여 프로그램 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보강방법으

로는 비탈면과 비탈면 하부를 동시에 보강하는 경우

가 현장에서의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20TBIP-C144472-03).

References

1. Bhang, I. H. (2016), “A Study 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 

of Composite Reinforced Earth with Improved Soil Surface 

and Geogrid-reinforced Backfill”, Ph.D Dissert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 Hong, B. M. (2004),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Agricultural Reservoir Construction”, Water and Futur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Vol.37, No.4, pp.29-33.

3. KS F 2322 (2015), “Standard Test Methods for Permeability 

of Saturated Soils”, Korean Standard Association.

4. KS F 2343 (2017), “Standard Test Method for Direct Shear 

Test of Soils under Consolidated Drained Conditions”, 

Korean Standard Association.

5. Lee, S. J., Kang, H. J., Lim, H. T., Jin, J. H. and Kim, Y. 

S. (2019), “A Study on Application a Permeable Compacting 

Grout for Reservoir Impermeability Reinforce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Vol.2019, pp.161.

6.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8), 

“Statistical Yearbook of Land and Water Development for 

Agriculture 2017”, Government Publications Registration 



표층안정재를 사용한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21

Number:11-1380000-000014-10.

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Dam 

Design Criteria in Korea”.

8. Park, S. Y., Shim, H. G., Kang, H. J., Lim, O. B., Sami, G. 

F. and Kim, Y. S. (2017), “A Study on Hybrid Grout Material 

for Reservoir Embankment Reinforcement”, Journal of Korean 

Geosynthetics Society, Vol.16, No.3, pp.21-30.

9. Shin, E. C. and Lee, J. K. (2012), “Safety Management 

Improving Way of Small Agricultural Reservoir”, Journal of 

Korean Geosynthetics Society, Vol.11, No.3, pp.53-58.

10. Song, C. S. (2019), “Analysis of Deterioration Degree for the 

Dam Body of Agricultural Reservoir in Chungbuk Area by 

Management Agency”,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Vol.35, No.1, pp.19-31.

11. Song, S. H. and Seo, S. G. (2019),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hemical Grouting Method for Aging 

Reservoir Reinfor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Binder and 

using Wate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ol.21, No.4, pp.4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