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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잔교용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지반조건을 고려한 잔
교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잔교는 구조적인 합리성과 시공성(조립시공)
이 우수한 조립식 잔교를 대상으로 하였다.(강효기 외, 2010) 서해안의 연약지반을 고려하기 위해 지반
스프링을 이용한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해석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1. 서론
   서해 연안역 관광인구 증가로 관광용 잔교가 서

해안에 널리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잔교의 설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국
토해양부, 2005)을 준용하여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

며,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건설되어 

과다한 단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성이나 

경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강효기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잔교용 설계기준

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지반조건을 고

려한 잔교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립식 잔교는 Capbeam, Wood Deck, ㄱ형강, 
Pile로 네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재하 하중 

및 하중에 대한 최적단면에 대한 연구(강효기 외, 
2010)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반조건의 영향, 
Capbeam과 Pile의 크기변화, 사항 등의 영향을 고려

하였을 때 각 구성요소에서 발생하는 단면력의 변화

를 정리하여 잔교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잔교해석의 기본 조건

2.1. 잔교의 구성
조립식 잔교는 다음 그림들과 같이 Pile, Capbeam,

ㄱ형강, Wood Deck로 구성이 되어 있다. Pile이 시

공이 되어 지면 공장에서 제작한 Capbeam과 ㄱ형

강을 조립하여 조립식 잔교의 기본적인 틀이 구성되

며, Capbeam위에 Wood Deck을 조립하면 [그림 1]

과 같은 조립식 잔교가 완성된다.

[그림 1] 조립식 잔교의 구성과 완성의 예

2.2 잔교의 설계 하중
조립식 잔교의 설계하중으로 군중하중, 풍하중, 항

력을 고려하였다. 이때 잔교에 작용하는 하중은 항

만 및 어항 설계기준(국토 해양부, 2005)에 규정되어

있는 군중하중 5kN/m2, 항력 11.6kN/m2을 사용하였

고, 풍하중은 도로교 설계기준(국토 해양부, 2005)을

이용하여 산정한 3.309kN/m
2
을 사용하였다.

2.3 잔교의 설계 단면
조립식 잔교의 사용한 재료는 SM400(fa=140MPa)

강재로 하였으며, 기본단면은 ㄱ형강 ㄱ-300×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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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apbeam ⃞350×350×35로, Pile은 직경500mm,

두께12mm짜리의 단면을 사용하여 해석을 하였다.

2.4 잔교의 지반 조건
조립식 잔교의 지반은 N치가 7인 연약지반으로

해석 시에는 지반스프링으로 모델링을 하였다. 조립

식 잔교에서 Pile은 지반에 매립되어 지지력을 확보

하는 역할과 교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석

시 구분을 위하여 지반에 매립 된 부분은 말뚝이라

고 하였다.

3. 해석 모델 

3.1 해석 모델
조립식 잔교의 변수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06을 사용하였다. ㄱ형

강, Pile 및 Capbeam은 보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Wood Deck은 자중으로만 고려하고, 강성을 무시하

였다. 조립식 잔교를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여 해석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다양한 변수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기에는 2차원해석이 수

월하므로 조립식 잔교의 2-D 해석모델을 개발하였

다. (신하명 외, 2011)

4. 변수 해석 

4.1 교각 및 파일길이 변수 해석
교각 및 파일 길이의 변수 해석에서는 교각길이와 

말뚝길이/교각길이의 비율을 표 1과 같이 나누어 수

행하였다.

[표 1] 해석에 적용한 교각길이와 말뚝길이 비
구 분 말뚝길이(m)

말뚝길이

/교각길이

교각길이

1/3 1/2 1 2 3

5 1.667 2.5 5 10 15

10 3.333 5 10 20 30

15 5 7.5 15 30 45

지반에서 발생하는 최대 수평력과 Capbeam과 Pile

의 접합부의 최대 휨 모멘트, 파일 내에서 발생하는

최대 휨 모멘트를 비교하였다. 다음 [표 2] ~[표 4]

와 같다.

[표 2] 교각과 파일길이에 대한 지표면 수평반력 
파일길이

/교각길이

교각길이(m)

1/3 1/2 1 2 3

5 19.78 18.38 13.27 13.20 13.25

10 44.27 36.09 36.56 36.74 36.95

15 69.24 69.94 70.89 71.36 71.82

[표 3] 교각과 파일길이에 대한 접합부 휨 모멘트 
파일길이

/교각길이

교각길이(m)

1/3 1/2 1 2 3

5 87.04 69.64 58.41 59.06 58.46

10 155.11 150.84 152.52 150.45 148.51

15 290.77 294.12 292.00 287.74 283.60

[표 4] 교각과 파일길이에 대한 지반 내 휨 모멘트
파일길이

/교각길이

교각길이(m)

1/3 1/2 1 2 3

5 14.48 26.11 44.65 44.50 44.96

10 167.67 176.27 174.28 176.26 178.09

15 404.32 400.55 402.20 406.22 410.13

4.2 Pile직경에 따른 변수 해석
Pile직경에 따른 변수해석으로는 표와 같이

Capbeam의 단면크기와 Pile직경은 두께는 고정하고,

Pile의 직경을 변수로 두어 해석을 하였다. Pile 직경

에 따라 항력과 최대 휨 모멘트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석결과 최대 접합부 휨 모멘트는 아래

[표 5]와 같이 Pile 직경에 따라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ile직경이 D=200mm일 때, 항력을 W2

로 최대 모멘트를 M2로 보고, 비교 한 결과이다. 여

기서 항력과 최대 모멘트는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Pile직경에 따른 변수 해석 결과
Capbeam

단면크기(mm)

Pile

단면크기(mm)
항력(kN/m)

최대 휨 

모멘트(kN-m)

350×350×10

D=200, t=12 2.32 58.28

D=300, t=12 3.48 87.09

D=400, t=12 4.64 115.98

D=500, t=12 5.8 150.84

D=600, t=12 6.96 1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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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e

단면크기(mm)
Capbeam

단면크기(mm)
Ic/Ip

최대 휨 

모멘트(kN-m)

500×12

D=250, t=10 0.168 139.06

D=350, t=10 0.479 150.84

D=500, t=10 1.432 153.98

D=650, t=10 3.190 154.34

D=700, t=10 3.997 154.36

4.3 Capbeam직경에 따른 변수 해석
Capbeam직경에 따른 변수해석으로는 [표 6]과

같이 Pile의 단면크기와 Capbeam의 두께는 고정하

고, Capbeam의 크기를 변수로 두어 해석을 하였다.

또한 Capbeam의 단면이차모멘트/Pile의 단면 이차

모멘트(Ic/Ip)와 최대 모멘트를 비교하였다.

해석결과 최대 접합부 휨 모멘트는 Capbeam 크

기에 따라 서서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Ip가 증가하더라도 접

합부의 최대 휨 모멘트의 증가량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6] Pile직경에 따른 변수 해석 결과

4.4 지반 조건에 따른 변수 해석
서해안 연안지역의 갯벌 지반이 1/β부근까지의

평균N치가 7인 지역으로 하여 지반탄성계수를 산정

하고, 수평방향 지반반력계수를 다음 [표 7]과 같이

산정하였다. 지중의 깊이 별로 N치는 상이하나 말뚝

특성상을 고려하여 지층의 깊이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지반을 고려한 해석에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방법이며,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표 7] 지반 조건에 대한 지반 상수
구분

평균 N치

지반탄성계수
지반반력계수

(상시, α=1 )

단위길이당

스프링상수

Eo (kN/m
2
) KHO(kN/m

3
) KH(kN/m/m)

7N

7 4,900 16,333 8,167

4 2,800 9,333 4,667

조립식 잔교의 지반은 N치가 7인것과 N치가 4인

것을 해석 한 후 비교를 하였다. 해석 시에는 지반

스프링으로 탄성계수를 가정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조립식 잔교에서 Pile은 지반에 매립되어 지지력을

확보하는 역할과 교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

석 시 구분을 위하여 지반에 매립 된 부분은 말뚝이

라고 하였으며, 지상부분은 교각이라 구분하였다.

[표 8] N=4일 때 변수 해석 결과
파일길이

/교각길이

교각길이(m)

1/3 1/2 1 2 3

지반 수평력 40 30.70 29.51 29.74 29.91

접합부 휨모멘트 172.58 159.62 161.78 159.58 157.58

지반 내 휨모멘트 151.64 169.70 168.10 170.19 172.11

[표 9] N=7일 때 변수 해석 결과
파일길이

/교각길이

교각길이(m)

1/3 1/2 1 2 3

지반 수평력 44.27 36.09 36.56 36.74 36.95

접합부 휨모멘트 155.11 150.84 152.52 150.45 148.51

지반 내 휨모멘트 167.67 176.27 174.28 176.26 178.09

[표 8]과 [표 9]에 나타난 해석 결과는 N=7일 때

와 N=4일 때를 비교하면 지반 내 최대 휨 모멘트가

N=7일 때 보다 N=4일 때 약간 작은 것을 알 수 있

다. N치가 작은 지반일수록 지반에 대한 휨모멘트,

즉 단면력이 더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N=7일 때

지반은 일반지반으로 볼 수 있고 N=4일 때 에는 연

약지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사항에 따른 변수 해석
지반 특성을 고려한 조립식 잔교의 거동특성에 사

항, 즉 Pile을 경사지게 배치하여 잔교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수평선과 Pile

이 이루는 각도를 α라하고, α가 75도, 80도, 85도, 90

도로 두고 변수 해석을 하였다.

[그림 2] 사항의 각도

각도에 따른 해석 결과는 다음 아래 [표 10]과 같

다. 각도 α를 작게 하면 Pile의 기울어진 정도가 커

지게 된다. 따라서 수평력에 대한 저항능력이 커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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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수평력

(kN)

Capbeam접합부

휨 모멘트

(kN-m)

Pile접합부

휨 모멘트

(kN-m)

지반 내

휨 모멘트

(kN-m)

75 21.01 86.11 97.75 79.51

80 23.37 102.28 110.38 96.98

85 27.67 124.85 127.74 122.47

90 36.09 150.84 150.84 176.27

[표 10] 사항에 대한 변수 해석 결과

위 [표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표면에서의 수평력

의 크기는 α가 작아지면 크기는 점점 작게 작아진다.

접합부와 지반 내 휨 모멘트를 보면 α가 작아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항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조립식 잔교의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파악하였다.

1. 다양한 변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한 2D 해석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한 군중하중, 풍하중, 항력의 설계하중 중에서는

항력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교각길이가 증가하면 파일의 수평력, Capbeam과

Pile(교각) 접합부의 단면력 또한 지반 내 Pile(파일)

에서의 휨 모멘트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Pier의 지름이 증가 하면 작용하는 항력이 커지고

따라서 단면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므로 합리적인 Pier의 크기 결정이 경제적이고 경관

이 우수한 잔교 건설에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Capbeam 크기가 증가하면 하중의 변화가 없더라

도 접합부의 단면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지반조건이 연약해 질수록 지반 수평력과 지반

내 휨 모멘트가 줄어든다. 하지만 접합부 휨 모멘트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조립식 잔교의 설계를 위해서

는 사항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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