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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류에 의한 저수지 제체의 붕괴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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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ith large-scale model was performed according to raising embankmen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behaviour of failure due to overtopping. The pore water pressure, earth pressure and settlement by 
high water level, a rapid drawdown and overtopping were compared and analyzed. Also, seepage analysis and slope st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for steady state and transient conditions. The pore water pressure and earth pressure for inclined 
core type showed high value at the base of the core, but they showed no infiltration by leakage. The pore water pressure 
and earth pressure by overtopping increased at  the upstream slope and core, it is considered a useful data that can accurately 
estimate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the reservoir.  
The behavior of failure due to overtopping was gradually enlarged towards the downstream slope from reservoir crest, 
and the inclined core after the raising embankment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to prevent the reservoir failure. The pore 
water pressure distribution for steady state and transient condition showed positive (+) pore water pressure on the upstream 
slope, it was gradually changed negative (-) pore water pressure on the downstream slope. The pore water pressure by 
overtopping showed a larger than the high water level at the downstream slope, it was likely to be the piping phenomenon 
because the hydraulic gradients showed largely at the inclined core and reservoir crest. The safety factor showed high 
at the steady state, and transient conditions did not show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rapid dra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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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급격한 사회구조 변

화로 인해 재해취약지역의 확산과 함께 대규모 피해가 급

증하고 있고 기상재해가 여름철에 집중되며 국토의 지형조

건상 강우를 통한 수자원 총량의 83%가 바다로 바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 및 생활용수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

여 부족한 농업용수를 보충하고 추가 확보되는 용수량을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보충용수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의 생활, 공업용수 및 축산, 원

예, 화훼 등 농촌용수수요 다양화 및 미래 영농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과 년수가 오래

된 저수지 및 안전진단결과 기능보강이 시급한 저수지는 

현대적 기준으로 보강하여 붕괴위험 등 재해방지를 도모하

고 추가 확보된 저류공간은 홍수조절로 활용하여 홍수 시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농경지 가옥 등의 침수피해를 경감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용 수리 시설물 중에서 저수지가 다른 수

원공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수지의 

89% (5,617개)가 유효저수량이 10만 m
3
 미만이고, 시･군 

관리저수지 64%,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 62%가 설치 

이후 경과년수가 50년 이상 되어 최근의 강우 특성과 더불

어 시설물의 표준 내용년한에 비추어볼 때 홍수 배제능력 

부족, 누수 등 재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현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총 110개소(4대강 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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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4대강 밖: 17개소)로 2010～2015년까지 2조 7천억원

을 투입하여 둑 높이기, 수문 설치 및 물넘이 확장 등을 

진행하고 추가저수량 2.4억 m^3(6.1→8.5 억 m^3)을 확보

할 계획이다.

2012년 7월 현재 20지구 준공, 89지구 공사중, 1지구 시

행계획 승인 신청 중이며, 당초 ‘12년까지 4대강 내 93지구

를 동시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4대강 본류 준공시기, 지구

별 추진여건 등을 감안하여 ’11년 20지구, ’12년 60지구, 

’13년 13지구 준공 예정이며, 4대강 유역 밖의 17지구는 ’10
년 착수하여 ’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체유형별로는 제체 덧쌓기 64개소로 가장 많고, 후면 

덧쌓기 29개소, 이설 쌓기 17개소이며, 높이별로는 5 m 이

하가 70개소로 가장 많고, 5-10 m 범위가 20개소, 10-15 

m 범위가 6개소, 15-20 m 범위가 7개소, 20 m 이상 7개소

이다(MLTM, 2011).

그 동안 재해예방 및 시설물의 기능유지 차원에서는 최

근 10년간 6000억 원을 투자하여 296개소 저수지 둑 높이

기를 추진하면서 오봉, 경천, 평지, 농촌, 이곡, 가천 등 

6개소는 100억 - 400억 원의 사업비로 저수지 둑을 2 - 

5 m 높여 홍수대비능력을 강화하였다. 농업용수 목적으로

는 백곡, 대아저수지, 생활･공업용수 목적으로는 성덕댐 

등이 둑 높이기를 대규모로 추진하여 지역 내 물 부족을 

해결하였으며 지형적 여건을 고려한 수자원확보 효율성을 

높인 경우다(KRC, 2011).

농업용 저수지는 필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체의 붕괴

형태는 월류, 파이핑, 홍수시 급격한 수위상승 및 급강하에 

의한 비탈면의 활동, 기초지반의 토질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Jung, 1989; KRC, 2009). 

Foster 등(2000)은 세계의 11,192개 필댐의 사고와 붕괴

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붕괴된 136개 댐의 붕괴 유형

은 월류 36%, 여수토 방수로 12%, 파이핑 46%, 활동 6%로 

나타났다. 붕괴 빈도는 1950년 이전 댐이 이후 댐보다 7배 

크게 나타났고, 파이핑에 의한 붕괴는 제체를 통한 붕괴형

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붕괴된 댐의 코어 재료는 소성

이 낮은 실트질(ML)이 점토(CL)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으

며, 붕괴 시기는 초기 성토시와 댐 축조 후 5년 이내에 2/3

가 붕괴되었다. 사면 활동으로 인한 붕괴는 상류사면이 하

류사면보다 1/5 정도로 작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저수지의 

수위급강하로 인해 수위가 낮아지고 여유고가 높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Fell 등(2003)은 제방 댐과 기초지반에서 파이핑과 내부

침식의 진행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였다. 대부분 파이핑과 내부침식에 대해 불량

한 댐들은 주로 흙댐으로 시공되었으며, 파이핑 발생 시간

은 짧았다. 이러한 댐들은 연속적인 침투류를 측정하여 파

이핑을 탐지하고 파괴 가능성을 경고하기 시간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저수지 월류실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주로 하천 제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Kim 등

(2010)은 저수지 월류시 여수토 접속부 세굴에 따른 붕괴 

현상을 실험하고 대책공법으로서 차수매트, 시멘트 혼합 

보강공법 등을 적용하여 여수토 접속부의 거동을 검토하였

다. Lee와 Lee(2001)는 하천제방의 마루폭, 비탈 경사가 

월류에 의한 제방의 붕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고, 제방월류에 따른 붕괴과정을 4

단계로 제시하였으며, 마루폭 및 비탈경사의 변화에 따른 

붕괴 폭, 깊이, 붕괴지속시간, 월류량 및 붕괴부 바닥세굴 

형태 등을 분석하였다. Im 등(2005)은 원심모형시험기를 

이용하여 실제 운영 중인 댐 축소 모형에 대하여 실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월류 및 중심 코어 균열시 댐체 거동 변화 

등을 관찰하였다.

Kim(2001)은 월류에 의한 제방의 붕괴 양상을 검토하

여, 실측치를 바탕으로 제방붕괴 폭의 크기와 제방붕괴 지

속시간 및 제방붕괴 폭의 시간적 변화를 결정짓는 공식을 

도출하였고, 제방 붕괴는 상류부의 판박형세굴, 중간부의 

와류형세굴 및 하류부의 퇴적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농업용 저수지는 제체 축조 후 담수로 인한 침투가 발생

하고 도로 성토와는 전혀 다른 거동을 하기 때문에 성토완

료 후 공극수압계를 매설하여 담수시 수위변화에 따른 지

반내의 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저수지의 안정성을 초기에 

판단하여야 한다(Kim and Lee, 2009; Lee et al., 2011).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가장 많이 시공 되고 있는 제체 

덧쌓기는 코어부분의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 기설코어의 상

부를 일부 굴착한 후 경사형과 수직형으로 코어를 신설하

고 있다. 따라서, 둑 높임시 월류에 의한 붕괴 거동, 수위 

급강하로 인한 침윤선의 변화, 코어와 기존 성토재간의 부

등 침하 발생 가능성, 상류 및 하류사면에서의 공극수압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수지 제체의 월류로 인해 붕괴 피해는 붕괴단면의 크

기 및 형태에 따라 피해규모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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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ysical properties of used material.

Sample Gs PI
(%)



(m/s)
 
(%)

 max
(gf/cm^3)



(kPa)
∅ USCS

Embankment 2.65 9.2 5.75E-07 14.0 1.76 16.7 24° SC
Core 2.69 15.5 3.11E-08 23.0 1.61 34.3 9° CL

Fig. 2. Model test after raising embankment.

Fig. 1. Grain size distribution.

고 이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붕괴 단면

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붕괴 모형실

험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정교한 이론의 정립은 현재

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로 추진되

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이론적인 연구뿐만 아니

라 모형실험 등을 통하여 수위변화에 따른 제체의 침하, 

공극수압, 토압 변화 등을 파악하고, 이상강우에 의한 붕괴

실험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둑 높임 시에 홍수위와 수

위급강하시의 공극수압과 토압 변화, 월류에 의한 붕괴 거

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체 덧쌓기에 대한 대형실내모형 

실험을 실시하고, 제체 덧쌓기 후의 정상류와 비정상류 조

건으로 홍수위시와 수위급강하시, 월류시의 침투류 해석과 

사면안정 해석을 하여 제체 상･하류부 및 코어에서의 공극

수압과 붕괴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제체의 안정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사용시료

제체 덧쌓기에 사용된 시료는 성토재와 코어재료로 공주

시 계룡저수지 토취장에서 채취하였다. 사용된 시료의 물

리적 성질과 입도곡선은 Table 1 및 Fig. 1과 같다.  

2. 실내모형실험

실내대형모형 토조는 길이(L) 126 cm × 폭(W) 540 cm 

× 높이(H) 95 cm 로 콘크리트와 철제 및 아크릴로 제작하

였다. 토조 내부에는 실리콘 및 방수페인트로 처리하여 누

수를 방지하였으며, 예비실험결과 물 공급 후 누수량이 거

의 발생하지 않아 실험수행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Fig. 2는 경사형 제체 덧쌓기 모형으로, 현장 저수지의 

1/20로 축소하고 코어는 하류측 방향의 경사형태로 축조하

였다. 

제체 덧쌓기 전･후의 모형 축조에 사용된 시료는 균질한 

상태로 포설하기 위하여 12 mm 체를 통과한 시료만 사용하

였다. 다짐은 최적 함수비로 조절하여 최대 건조밀도의 

95%로 층별 다짐을 실시하였다. 다짐시 밀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1 층을 5 cm 가량 포설한 후 나무다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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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pore water pressure at flood water level.

으로 다짐을 한 후 밀도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제체 덧쌓

기시 성토의 건조밀도는 평균 1.540 gf/cm
3
 로 나타났고, 

코어의 건조밀도는 평균 1.610 gf/cm
3
 로 나타냈다.

3. 계측기 매설 

제체를 구성하는 성토재와 점토재 내부에 작용하는 공극

수압과 토압을 측정하기 위해 공극수압계(Ⓟ)와 토압계(Ⓔ)

를 각각의 위치에 총 10개를 매설하였다(Fig. 2). 매설간격

은 계측기를 중심으로 좌･우의 일정한 거리에 위치시켰고, 

제체의 지점에 따른 매설깊이는 사면의 높이와 경사를 고

려하여 공극수압과 토압 측정시 비교가 용이하도록 상부 

1개소, 하부 2개소, 코어는 하부와 둑 높이기 전‧후 경계부

에 2개소를 매설하였다. 매설 깊이는 제체 하부로부터 10～
59 cm 떨어진 지점(P10, P11: 12 cm, P12: 28 cm, P13: 

59 cm, P14: 20 cm, P15: 28 cm, E5: 28 cm, E6: 10 cm, 

E7: 50 cm, E8: 28 cm)에 매설하였다.

제체 덧쌓기 후 상부에 침하계(Ⓢ)를 매설(LVDT)하여 침

하량을 측정 하였고, 계측기는 모형 토조내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크기의 공극수압계(정격용량: 50 kPa, Kyowa社)와 

토압계(정격용량: 2 kgf/cm
2
, NGI 社)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측정값은 Data Logger와 Computer에 의해 자

동적으로 저장하도록 하였다. 공극수압은 상류측에 담수한 

물이 제체내로 충분히 침투하여 정상 침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측정하였다.

4. 프로그램 분석방법

둑 높이기 후의 침투류 해석은 홍수위시 및 수위급강하

시로 구분하여 포화시와 불포화시에 SEEP/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SEEP/W, 2007). SEEP/W 는 Darcy

법칙과 Laplace 방정식을 이용하여 포화 및 비포화 흐름을 

해석하는 유한요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상상태

흐름(steady state flow)과 비정상 상태 흐름(transient 

flow)에 대하여 모두 적용 가능하고, 불포화토에 대한 체적

함수비-공극수압곡선 SWCC(Soil Water Characteristic 

Curve)을 이용하여 토질에 따른 정(+) 공극수압과 부(-) 

공극수압의 변화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Fredlund and 

Xing, 1994; Van Genuchten, 1980).

불포화 투수계수의 추정은 흡인력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을 적용하였고, 체적함수비의 추정은 입도곡선을 기초로 예

측된 data point func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수위변동에 

따른 불포화투수계수와 체적함수비 곡선은 구하기 위해서

는 많은 시간이 소비되므로 SEEP/W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토양수분특성곡선(SWCC)에 가장 근접한 곡선을 선택하여 

흡인력에 따른 불포화토에서의 변화특성을 적용하였다. 

모형 저수지의 사면안정 해석은 SLOPE/W(2007)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위조건은 둑 높이기 후의 

홍수위에서 사수위로 수위급강하 하였을 경우로 적용하였

고, 포화 및 불포화토에서 장상류와 비정상류 조건으로 구

분하여 적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홍수위와 수위 급강하시 공극수압 및 토압 변화

Fig. 3은 제체 덧쌓기 후의 홍수위(63.5 cm)에서 제체의 

공극수압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류에서는 수위를 홍수위

까지 증가후의 공극수압(P12)은 15 gf/cm
2
 정도에서 일정

하게 유지되었다.

코어하부에서의 공극수압(P14)은 초기에 급격하게 증가

하였고, 상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높은 공극수압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공극수압의 증가는 코어내로 공극수가 침투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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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earth pressure at flood water level.

판단된다. 신설코어의 연결부에서의 공극수압(P13)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류 사면 중앙의 공극수압(P15)

과 하류선단부의 공극수압(P10)은 매우 작고 큰 변화 없이 

0 gf/cm
2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수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수위(63.5 cm)에서 둑마루까지 수위를 상승(69.5 cm) 

시킨 후 110분 동안 수위 급강하를 실시하였을 때 상류측 

공극수압(P12)은 급격하게 소산 되였고, 코어 하단의 공극

수압(P14)은 느리게 소산 되였으며 나머지 공극수압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코어부(P14)와 상류사면(P12)에서 수위급강하에 따라 

급격하게 공극수압이 소산되면서 수두차가 증가하는데, 코

어에서는 공극수압의 소산속도가 수위하강속도보다 느리

므로 성토사면과의 수두차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

위급강하시에는 수두차만큼 제체사면에 침투압이 작용하

게 되므로 사면붕괴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Fig. 4는 제체 덧쌓기 후의 홍수위(63.5 cm)에서 제체의 

토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류측 사면 토압(E5)은 홍수위로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후 수위급강하시에 빠르게 소산되

었다. 코어 하부의 토압(E6)은 수위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수위 급강하시에 점차적으

로 소산되었다. 코어상부의 토압(E7)과 하류사면에서의 토

압(E8)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코어하부에서의 토압이 크게 나타난 것은 수위변화에 따

른 하중증가를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수위 변화는 성토사면과 코어에 영향을 미쳐 침하와 토압

을 증가시키고 제체 상류측에 부등침하를 발생시켜 균열을 

유발시키게 된다.

전체적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설계시에 코어를 경사형

으로 시공하였을 경우, 코어에서는 공극수가 침투되어 공

극수압이 증가하였으나, 하류사면에서는 누수에 의한 침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월류시 공극수압 및 토압 변화

수위가 상승하면 코어와 성토재 사이에 수압 할렬 가능

성이 증가하고 비압밀 비배수 상태가 되어 사면의 안전율

이 감소하게 된다. 흙댐의 붕괴는 부적절한 여수토 용량으

로 발생되는 월류와 파이핑과 누수에 의한 붕괴가 대부분

이다. 국내 저수지의 64%가 설치 년수 50년 이상 경과되어 

월류, 파이핑 및 누수로 인한 붕괴 가능성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월류

에 의한 제방 붕괴 속도는 침투나 세굴에 의한 붕괴보다 

훨씬 빠르고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량이 발생하거나 제체

의 여유고가 작을때 발생한다.

Fig. 5는 제체 덧쌓기 후의 이상강우에 의해 여수토가 

홍수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월류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공극수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위를 홍수위에

서 댐마루 정상까지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붕괴시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상류부 공극수압(P12)은 급격히 증가한 후 월류량이 일

정해지면서 23 gf/cm
2
 정도로 유지되었다. 코어하부 공극

수압(P14)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신설코어와 경계부의 

공극수압(P13)은 월류시 약간씩 상승하였지만 붕괴시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류부 중앙의 공극수압(P15)

은 일정하다가 붕괴시 공극수압이 상승하면서 변동폭이 크

고, 하류부 선단의 공극수압(P10)은 점차로 증가하다가 제

체가 붕괴되면서 수위상승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코어와 신설코어의 경계부에서

는 월류시 공극수압 변화량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둑

마루가 전체적으로 붕괴되지 않아 변화량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월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토압변화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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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pore water pressure at overtopping.

Fig. 6. Variation of earth pressure at overtopping. 

Fig. 7. Variation of settlement at flood water level

Fig. 8. Variation of settlement at overtopping

것이다.

상류측 사면 토압(E5)은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코어 하부의 토압(E6)은 수위 상승에 따라 급

격히 증가한 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코어 상부의 토압

(E7)은 댐마루 붕괴시에 약간의 변동을 나타냈고, 하류사

면에서의 토압(E8)은 일정하다가 붕괴시 사면 세굴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월류시 공극수압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고, 특히 하류사면 세굴이 확대되었을 경우에

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토압은 코어상부와 하류사

면에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극수압과 토압

변화는 월류시 제체의 붕괴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데 유

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침하량의 변화

Fig. 7과 Fig. 8은 홍수위시와 월류시 침하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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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early stage (t=0 min).

Fig. 10. The intermediate stage (t=60 min).

Fig. 11. The intermediate stage (t=75 min).

홍수위로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침하량이 증가하였

고 댐마루 붕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수위가 하중으로 작용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침하가 발생되고, 특히 수위변화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류측과 하류측은 상대적인 침하량 

차이로 인하여 결국은 부등침하를 유발시켜 댐마루의 균열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4. 월류시의 붕괴거동

Fig. 9 - Fig. 12는 월류시 초기, 중기, 붕괴후의 세굴 

및 붕괴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 축조 완료 후 월류 

시험 전까지 홍수위 상태를 유지시켜 제체에 충분한 침투

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제 저수지의 침투조건과 유사하도

록 수위를 조정하였다.

모형실험에서 월류량은 유량공급조절장치를 통하여 0.125 

ℓ/s로 유지하도록 공급하였다. 또한 하류측에서 수심과 월

류량을 측정하였고, 하류사면의 붕괴거동을 관찰하기 위하

여 하류측 토조 상단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월류에 의한 저수지 붕괴 현상은 댐마루와 수위차가 작

을 경우에 가장 취약한 댐마루 하류부분부터 침식으로 붕

괴가 시작되고, 하류사면의 토립자가 침식되면서 점차로 

커지는 점진적 붕괴 형태를 나타낸다.

월류 초기에는 둑마루 중앙부분을 통해 하류로 물이 흘

러내리기 시작하였고, 40분 경과후 부터는 하류사면에서 

부분적으로 세굴이 진행되면서 성토재의 굵은 입자들이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월류에 의한 저수지 붕괴 현상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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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final stage (t=100 min).

취약한 댐마루 하류부 부터 침식으로 붕괴가 시작되고, 하

류사면의 토립자가 침식되면서 점차로 커지는 점진적 붕괴 

형태를 나타내었다.

53분 경과후에는 둑마루 중앙부의 상단 코어가 일부 파

괴되고, 60분 경과후 중앙부의 코어가 붕괴되면서 세굴깊

이 5 cm 정도, 붕괴 폭도 최대 34 cm 로 증가하였다. 또한 

세굴의 형태도 초기에 비해 훨씬 커졌으며 둑마루의 붕괴

폭도 상류측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류 중기 이후(약 75분)부터는 세굴 깊이가 깊어지면

서 하류사면 중앙부의 2~3 줄기를 따라 지속적으로 흘러내

려 세굴형태도 확대되고 월류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붕괴부의 형태는 불확실하지만 휠댐에서는 HB3H 

(H: 댐 높이, B: 붕괴부의 평균 폭) 으로 나타나고, 붕괴 

지속시간(T)은 재료와 침식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비교

적 견고하게 축조된 흙 댐에서는 0.5T3.0 hr 범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Fread, 1977). 본 실험에서의 붕괴 폭

은 위에서 제시한 범위를 약간 벗어나지만, 붕괴 시간은 제

시한 범위내에 포함되었다.

최종적인 붕괴 형태는 불규칙한 단면이지만 초기는 부채

꼴 형태에서 중간은 삼각형 형태, 마지막은 사다리꼴 형태

로 형성되었다.

월류가 진행됨에 따라 하류사면 표면으로 흐르던 물이 

사면내부로 침투하여 사면의 침식을 확대시켜 붕괴를 발생

시킨는데, 이와 같은 붕괴는 하류사면 표면에 암석을 이용

한 riprap 설치하여 억제할 수 있다.

저수지 제방의 월류로 인한 붕괴는 다짐도, 축조재료, 

둑마루 폭, 사면 경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둑 높임

시 점착력이 큰 코어는 붕괴 지속시간을 길게 할 수 있어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류시 제체는 일시에 붕괴되지 않고 하류사면의 세굴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고, 가장 중요한 댐마루에서 성토체는 

붕괴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에 코어에서는 일부에서만 붕괴

되었는데 둑 높임시 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5. 침투류 해석

침투류 해석시 수위조건은 둑 높이기 후의 홍수위에서 

사수위로 수위 급강하였고, 포화 및 불포화토에서 정상류

와 비정상류 조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홍수위(0.635 

m)로 유지되는 지속시간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 고려하지 

않았고, 여수토 방류량은 모형단면에서 미소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홍수위가 지속시간별로 유지된 후 수위가 사수위

(0.017 m)로 급격히 강하하였을 경우의 시간은 실내모형

실험시의 붕괴거동을 참고하여 3단계(50분, 110분, 200

분)로 나누어 침투류 해석을 실시하였다. 

가. 정상류 조건

Fig. 13은 정상류 조건하에서 둑 높이기 후의 공극수압

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공극수압은 상류사면에서 정(+)의 공극수압을 나타내다

가 코어를 통과하면서 급격히 감소하고 하류사면에서는 점

차로 부(-)의 공극수압으로 변화하고 있다. 

코어 중앙에서의 심도별 공극수압은 2(하부)~-6(상부) 

kPa로 상부는 부(-)의 공극수압을 나타냈고, 침윤선은 코

어에서 하류부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하류기초지반의 필

터를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위시(0.635 m) 침투수량은 제체중앙부에서는 7.06E- 

08 이고, 하류사면은 1.86E-09 로 나

타났다. 

Fig. 14는 동수경사를 나타낸 것으로, 코어 상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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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ore water pressure under steady state condition.

Fig. 14. Hydraulic gradient under steady state condition.

Fig. 15. Pore water pressure at rapid drawdown (50 min).

Fig. 16. Seepage line with time at rapid drawdown (50 min).

Fig. 17. Hydraulic gradients at rapid drawdown (50 min). 

2∼2.8의 범위이고, 코어 하부에서는 0.6∼1.4의 범위로 

하부로 갈수록 안전하게 나타냈고, 하류사면에서는 거의 

0으로 나타났다.  

나. 비정상류 조건  

Fig. 15는 비정상류 조건에서 수위급강하시(50분)의 공

극수압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상류사면에서 정(+)의 공극수압을 나타내다가 시간에 

따라 수위가 감소하면서 공극수압도 같이 감소하였다. 그

러나 수위가 사수위까지 강하하였음에도, 상류사면 일부에

서는 공극수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면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하류 사면에서는 수위 급강하시에도 큰 변화를 나

타내지 않았다.  

Fig. 16은 시간에 따른 침윤선(공극수압=0)을 나타낸 것

으로, 상류사면과 코어에서 수위가 감소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한 이후 필터를 통과하고 있지만, 상류사면에서의 침윤

선은 사면부근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류 조

건하에서 홍수위시(0.635 m)에서 사수위(0.017 m)로 50

분 동안 급강하 하였을 경우, 침투수량은 제체중앙부에서 

4.95E-08 , 하류사면에서 1.64E-09 

로 정상류에 비해 큰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다. 

Fig. 17은 동수경사를 나타낸 것으로서 상류사면에서는 

수위가 강하함에 따라 분포 영역이 점차 커지고 하류 사면

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어 상부에서는 1.6

∼2.0 범위로 집중되었고, 코어 하부에서는 0.4∼0.8의 범

위를 나타내었다. 

비정상류 조건에서 110분, 200분 동안 강하시켰을 경우

의 침투류 해석 결과는 50분 동안 강하시켰을 경우와 공극

수압, 침윤선의 수치만 약간 차이가 나타났고, 분포경향은 

유사하였다. 동수경사는 코어 상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10분 동안 수위를 강하하였을 경우의 동수경

사는 상류사면과 코어하부, 하류사면에서는 유사한 분포와 

수치를 나타냈으나, 코어상부에서는 1.2∼1.6의 범위를 나

타내었고, 200분 동안 수위를 강하하였을 경우는 코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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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ore water pressure under overtopping (0 min).

Fig. 19. Pore water pressure under overtopping (100 min). Fig. 20. Hydraulic gradients at overtopping (100 min).

에서 0.8∼1.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수위를 천천히 

강하시켰을 때가 파이핑에 더 안전함을 의미한다. 

다. 월류시의 조건

월류시 해석의 수위조건은 실제 모형저수지 월류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하였고, 월류시작을 0분으로 하고 100분 동

안 0.125 sec의 유량으로 월류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Fig. 18은 월류 시작시(t=0분)의 공극수압의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상류사면에서 정(+)의 공극수압을 나타내다

가 코어를 통과하면서 감소하고 하류사면에서는 부(-)의 

공극수압을 나타내고 있다. 코어 중앙에서의 심도별 공극

수압은 2(하부)∼-2(상부) kPa로 상부는 부의 공극수압을 

나타냈고, 홍수위시의 공극수압과 비교하면 상류사면은 커

지고 하류사면은 작게 나타났다. 침윤선은 둑마루에서 급

격하게 증고시공면을 통해 코어를 침투하고, 하류부로 급

격하게 감소한 후 기초지반의 필터를 통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침투수량은 제체중앙부에서 5.20E-08 이고, 

하류사면은 1.58E-07 으로 나타났다.  

Fig. 19는 월류 진행중 (t=100분)에 따른 공극수압의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상류사면과 코어에서는 유입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월류 초기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하류사면에서는 하부부터 정(+)의 공극수압의 분포

영역이 점차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월류로 인해 

하류 사면으로 물이 흐르고 하류사면의 수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홍수위시의 침투수량과 비교하면 제체 중앙부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류부에서는 월류 초기에 급

격하게 감소하고 시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침윤선은 시간에 따라 상류사면과 코어에서 변화가 거의 

없고, 하류기초지반의 필터를 통과하던 침윤선이 월류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류 사면선부터 상부쪽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0은 월류시 동수경사를 나타낸 것으로, 모형 저수

지의 대부분이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제체 상부와 

증고된 코어에서만 분포하던 영역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류사면의 상부쪽으로 서서히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 증고된 코어에서는 2~4, 둑마루 부근에서는 6~12

의 범위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월류의 진행시 

코어의 상단면과 하류사면의 상부쪽이 파이핑에 대해 가장 

불안정하고, 제체의 붕괴시 하류사면의 상부부터 하류사면

의 하부쪽으로 붕괴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사면안정 해석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의 대부분은 성토에 따른 안

정문제가 발생되고, 기존 저수지를 확장하여 후면에 축조

하기 때문에 제방 설치에 따른 안정 해석이 중요하다. 둑높

임 후에는 저수량의 급증에 따라 침투수압이 몇 배로 증가

하고, 제체를 통한 침투수는 제체 하류부를 포화시켜 과잉

공극수압의 증가함에 따라 파이핑 현상이 급진전되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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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stability analysis under steady state and transient condition. 

Division
After raising an embankment

Upstream slope Downstream slope 
Steady state 16.428 6.942

Transient
(min)

50 10.363 6.843
110 10.391 6.913
200 10.372 6.870

Fig. 21. Stability analysis at upstream slope and downstream 
slope. Fig. 22. The overtopping analysis of upstream slope (100 min).

체의 사면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사면안정 해석시 수

위조건은 둑 높이기 후의 홍수위에서 사수위로 수위급강하 

하였을 경우로 적용하였고, 정상류와 비정상류 조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홍수위로 유지되는 지속시간은 특별

한 기준이 없어 고려하지 않았고, 여수토 방류량은 모형단

면에서 미소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홍수위가 지속시간별로 

유지된 후 수위가 사수위로 급격히 강하하였을 경우의 시

간은 3단계(50분, 110분, 200분)로 나누어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였다. 

가. 정상류 조건

비탈면 사면안정검토는 현장의 시험결과를 기초로 시공

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최

적의 경사와 대책공법을 선정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수

중부 비탈면의 경우는 건기 및 우기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보다는 저수위 변화에 따른 사면안정해석이 적합하므로 국

토해양부 댐 설계기준(2005)에서 제시한 제체조건과 저수

상태를 고려한 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MLTM, 2005). 

정상류 조건하에서 간편 Bishop 방법으로 구한 둑 높이

기 후의 사면안정해석 결과는 상류사면의 안전율은 16.428

이고 하류사면의 안전율은 6.942로 나타났다.  

나. 비정상류 조건

둑 높이기 후 수위 급강하시(50분)에 비정상류 조건하에

서 홍수위시에서 사수위로 50분동안 급강하 하였을 경우, 

안전율은 상류사면에서 10.363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하

류사면에서는 6.843으로 정상류 상태와 큰 변동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위 급강하시의 일반적인 경우는 수위가 강하됨에 따라 

안전율이 감소하다가 제체내의 공극수압이 소산되면서 안

전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모형실험을 분석시에는 짧은 시

간동안 수위를 강하시켰기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상류사면에서의 안전율 감소폭은 크게 나

타났고, 하류사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다.  

Table 2와 Fig. 21은 정상과 비정상류 조건에서 수위 급

강하시(50분, 110분, 200분)의 안전율의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상류사면의 안전율은 정상상태에서는 비교적 크게 나타

났고, 비정상류 상태에서는 수위가 강하됨에 따라 안전율

은 감소하였고, 비정상류 상태 내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

지 않았다. 

하류사면의 안전율은 큰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

났다.  

다. 월류시의 조건

Fig. 22는 둑 높이기 후 월류가 100분 동안 진행 되었을 

때의 상류사면의 안정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류사

면의 안전율은 월류 시작시 21.132으로 정상류 상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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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값을 나타내었고, 하류사면의 안전율은 월류 시작

시 6.650으로 정상류 상태보다 약간 작게 나타내었다. 상

류사면과 하류사면 모두 100분 동안 월류가 진행된 후에도 

월류 시작시와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둑 높임 시에 홍수위와 수위급강

하시의 공극수압과 토압 변화, 월류에 의한 붕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체 덧쌓기에 대한 대형실내모형 실험을 

실시하고, 정상류와 비정상류 조건으로 홍수위시와 수위급

강하시, 월류시의 침투류 해석 및 사면안정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홍수위 상태에서 공극수압과 토압 변화량은 수위 상승

에 따라 상류 성토사면과 코어하부 모두 급격하게 증가

한 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수위 급강하시에 성토사면

은 빠르게 소산되지만 코어는 느리게 소산되었다. 저수

지 둑 높이기 설계시에 코어를 경사형으로 시공하였을 

경우, 코어하부에서는 공극수가 침투되어 공극수압과 

토압이 증가하였으나, 하류사면에서는 누수에 의한 침

투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월류시의 공극수압은 상류와 하류사면 및 코어에서 모

두 증가되었지만 하류사면은 세굴이 확대되면서 변동폭

이 크게 나타났고 신설코어와의 경계부에서는 큰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 토압은 상류사면과 코어 하부에서 

크게 나타났고, 하류사면은 붕괴로 인한 사면 세굴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공극수압과 토압변화

는 월류시 제체의 붕괴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데 유용

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침하량은 홍수위로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

였고 댐마루 붕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수위가 하중으로 작용하게 되

어 침하가 발생되고, 수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상류측과 하류측은 상대적인 침하량 차이로 인하

여 부등침하를 유발시켜 댐마루의 균열 가능성을 증대

시키게 된다.

4. 월류에 의한 저수지 붕괴 현상은 댐마루 하류 부분부터 

침식으로 붕괴가 시작되고, 하류사면이 세굴되면서 점

차로 커지는 점진적 붕괴 형태를 나타냈고, 최종적인 

붕괴 형태는 사다리꼴로 형성되었다. 댐마루에서 성토

체는 붕괴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에 코어에서는 일부에

서만 붕괴되어 둑 높임시 코어는 붕괴 지속시간을 길게 

할 수 있고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5. 침투류 해석에 의한 정상류와 비정상류에서의 공극수압

은 상류사면에서는 정(+)의 공극수압을 나타내고 코어

를 통과하면서 감소하고, 하류사면에서는 부(-)의 공극

수압을 나타냈다. 동수경사는 수위강하 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코어 상부에서는 점차로 감소하여 안정하게 나

타났고, 코어하부와 하류사면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또한 수위강하 시간에 따른 침투수량은 제체 

중앙부나 하류사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 월류시의 공극수압은 홍수시 보다 상류사면에서는 크

고, 하류사면에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정(+)의 공극

수압으로 분포영역이 크게 나타났다. 동수경사는 증고

된 코어와 둑마루 부근에서 매우 크고 분포영역이 넓어

져 파이핑에 대해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7. 정상류 조건과 비정상류 조건에서의 상류사면의 안전율

은 정상류상태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수위가 강하

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비정상류 조건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고, 하류사면의 안전율은 큰 변화 없이 거

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실내모형실험에서 사면의 안전

율은 기준안전율 이내에 포함되어 설계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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