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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해양 구조물의 적용은 연근해에서 점차 먼 바다로 확

대되어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 또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시공하기 위한 해

상 가물막이 역시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물막이는 시공 중 해수 및 토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로, 일반적으로 현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유연한 강

재 시트파일(sheet pile)을 해상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 방식은 해상 조립으로 인해 작업

성 및 안전성이 낮으며, 가물막이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경제

성이 크게 저하되는 어려움이 있다(Lee et al., 2017).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사전 제작된 일체형 가물막이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Oh, 2007; Lee et al., 2017; Kim et al., 2017; 

Song et al., 2018; Alfatlawi et al., 2020). 일체형 가물막이는 사

전제작을 통해 가물막이 구조체의 구조성능 향상과 해상작업

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가물막이가 대형화됨에 

따라 항타 및 진동 장비들을 활용한 기존의 설치공법을 적용하

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석션압을 이용한 해상 구조물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이

다. 이 설치 공법은 펌프를 이용해 구조물 내외부의 수압차(석션

압)를 발생시키고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반을 약화시켜 자중에 

의해 해상 구조물을 지반으로 관입시킨다(Fig. 1). 이러한 방법

은 타 공법에 비해 해상 구조물 크기에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며 대형 시공장비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적어 활용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Park and Cho, 2014). 석션 가물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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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behaviors of a suction cap shaped as an arch were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models. The fundamental structural 

behaviors of both flat- and arch-type caps were compared, and the advantages of the arch-shaped cap were explained. Moreover, the effects of 

geometric parameters and stiffener arrangements on the stress and deformation of the arch-shaped caps were investigated by comparisons of 

the changes in the behaviors of the caps. Additionally, the effects of boundary condition at the edge of the cap were analyzed to study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ap and cofferdam walls; these results were used to derive the fundamental structural design of stiffened arch caps. 

Unlike flat caps, the results showed that ring stiffeners could improve the structural behaviors of arch caps remarkably, while the contributions 

of the radial stiffeners to the structural behaviors of the caps are dependent on constraints at the edges of the c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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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치 후 내부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 시에 

상판과 가물막이가 석션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견고히 결합되고 

이후 서로 분리될 수 있어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Kim, 2019). 

최근 석션 관입 원리를 가물막이 구조물에 적용하려는 여러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Vicent 등(2017; 2018)은 침투해석을 

이용해 대형 석션 가물막이의 침투유량 및 안정성을 분석하였

으며, Park 등(2019)은 실내모형실험을 통해 선박충돌로 인한 

가물막이의 동적응답을 평가하였고, Kim 등(2019)은 직경 5m 

규모의 일체형 원형 가물막이의 석션 관입 실험을 수행하여 대

형 기초 구조물의 석션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측을 통해 

석션 관입 중의 가물막이의 구조적 변화 및 석션압 추이를 분석

하였다. 한편 석션압을 적용한 가물막이에 대한 구조적 거동 

또한 수치해석적으로 조사되었으나(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8a, 2018b; 2020), 거동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상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간소화하였다. Kim(2019)은 석션압에 의

한 상판 거동이 벽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10m 

규모의 다각 평판 형태의 석션 상판에 대한 다양한 보강 상태

에 따른 거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해상 가물막이가 대

형화될수록 평판형 석션 상판은 지간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과

도한 보강을 요구하게 되므로, 대형 해상 구조물용 가물막이

의 석션 상판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아치 형상을 갖는 석션 상판의 거동을 분석하고, 

보강재 배치에 따른 거동 변화를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평판형 및 아치형 상판의 기본적인 구조성능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으며, 아치형 상판의 기하 및 경계조건 변화에 따른 

거동 변화를 비교하여 각 인자가 상판의 응력 및 변형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아치형 상판이 가물막이 벽체와 

결합되므로 아치형 상판 가장자리의 경계조건 영향을 수치적

으로 분석하고, 아치형 상판의 구조설계 개념을 도출하였다. 

여러 형태로 보강된 아치형 상판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함으

로써 기본 거동을 조사하고 보강 상태에 따른 구조 성능 변화

를 분석하였다. 

2. 석션 가물막이 상판의 기본거동 

석션 가물막이는 수중에 설치 후 내부공간이 시공 가능하도

록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한 충분

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션 가물막이 설치

를 위해 가물막이 상단을 밀폐할 수 있는 상판이 필요하게 되

는데, 해상교량 기초 규모 및 장비 활용 등을 고려했을 때 폭 

20m 내외의 작업공간이 필요하다(Fig. 2). 이로 인해 상판은 가

물막이 벽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지지점 없이 큰 석션압을 견

뎌낼 수 있도록 구조설계 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대변형이 

예상되는 판형 및 아치형 석션 가물막이 상판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각 상판의 기본 거동을 조사한다. 수치해석 모델

이 재료 및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14를 활용해 상판에 대

한 쉘 요소 모델을 구축하였다.

(a) Suction installation mechanism

(b) Installation procedure

Fig. 1  Large suction-installed cofferdam Scheme Fig. 2  Cofferdam module under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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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형 평판

등분포 압력 100kPa를 받는 단순지지된 원형 평판에 대한 재

료 및 기하학적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평판은 SM355 

강재(항복강도: 355MPa, 극한강도: 490MPa, 극한강도 시 변

형률: 0.01)로 제작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쉘 요소 모델(S4R)을 

이용하여 등분포 압력을 받는 직경 10m와 20m 무보강 원형 평

판의 두께와 수직 처짐(평판 중심)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으

며(직경으로 정규화 및 대수화), 비교를 위해 선형 탄성을 가정

해 얻은 식 (1)의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Timoshenko and 

Woninowsky-Kreiger, 1987). 

 


 
 

 
 



 


 

 


  (1)

식 (1)에서 : 상판의 수직처짐(m), : 등분포 압력(Pa), : 

상판 반경, : 상판 탄성계수, : 상판 두께, : 상판 중심으로부

터 이격된 거리, : 상판 포아송비이다. 결과로부터 직경 크기

와 무관하게 두께와 처짐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두께-직경 비(t/D)가 0.1 이하인 조건에서 두께가 감소됨에 

따라 비선형 모델은 처짐과의 비선형적 관계가 급격히 증가되

었다. 평판의 응력을 검토했을 때, 이 결과는 기하학적 비선형

성에 기인한 것이며 재료적 항복은 발생되지 않았다. 참고로 

t/D=0.025 일 때, 비선형 모델의 최대 수직처짐은 각각 14.15cm 

(D20)와 7.07cm(D10)였다. 반면 선형모델은 두께가 감소됨에 

따라 기하학적 비선형을 반영하지 못하여 비현실적인 수직 처

짐을 예측하였다(t/D=0.025 일 때, D20: 2.78m, D10: 1.39m). 

과도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강재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앞서 분석한 원형상판에 대해 AISC(2005)의 지간 대비 

처짐량 기준(1/360; Yang, 1987)을 사용성 한계로 고려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강재 물량을 식 (1)을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원형 평판 중심에서의 수직처짐( )에 대

한 이론해를 두께에 대해 정리하면, 사용성 한계를 만족시키

는 두께는 직경과 선형적으로 비례하나, 체적 및 중량과는 지

수적으로 비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상판 중량 증가는 제작 및 

인양 시 제어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고용량 중장비 활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변형은 석션 상판

과 가물막이와의 결합에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상판 무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형상 및 보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 아치형 상판 

아치 및 돔 형태의 구조물은 교량 및 경기장과 같이 구조물

이 충분히 지지점을 두기 어려운 조건에서 주로 활용되며, 그 

형상과 구조물 양단의 수평 이동 구속을 통해 부재의 휨 변형

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재 전체가 압축력을 받도록 유도함으로

써 큰 고정하중을 변형없이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원형

상판(=10m, t=6cm)와 동일한 지간장 및 체적(18.85m3)을 갖

는 아치에 대한 쉘 요소(S4R) 모델을 사용하여 응력 및 최대 수

직변위 변화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아치 중심 단면은 타원형

이며, 중심 단면을 중심축에 대해 회전시켜 얻어진 아치이다. 

아치 해석 모델에 원형상판과 동일한 재료모델을 적용하였다.

아치 곡면에 수직 압력(normal pressure)이 재하되면 아치 

높이에 따라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 합이 달라지며, 형고가 

높을수록 구조물의 변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중이 재하되

므로 응력과 변형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원형 평판과 체

적은 같아도 상이한 하중조건이 되므로 부적절한 비교가 된다. 

따라서 해석모델은 아치 양단이 수직 및 수평변위에 대해 고정

되도록 하였고, 압력이 연직하게 아치에 작용하도록 재하하였

다(vertically projected pressure, Fig. 4a).

(a) Vertically projected pressure and fully 

constrained boundary

(b) Normally projected pressure and fully 

constrained boundary

(c) Normally projected pressure and partially 

constrained boundary

Fig. 4  Scheme of load and boundary conditions for arch-shaped models

Fig. 3  Large suction-installed cofferdam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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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원형 평판과 동일한 체적을 갖는 아치형 상판이 

100kPa 압력을 받을 때의 최대 응력 및 수직변위를 정리한 것

이다. 여기서 : 직경, : 아치 높이이다. 해석결과로부터 아치 

상판이 사용성 측면에서 평판에 비해 유리한 구조 성능을 확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응력은 평판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아치 양단 변형이 억제되면서 아치 양단에서 응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작용 압력이 연직방향에 비례하도록 정

의되었으므로, 표면적 증가로 인한 응력증가 요인은 없으나 

아치 높이가 감소할수록 응력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평

판에 비해 아치 상판의 최대 수직변위는 크게 억제되었으나 아

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이 효과는 감소하였다. 

3. 보강재 배치에 따른 아치형 석션 상판의 거동분석 

석션압에 저항하기 위해 상판 두께가 증가되면 목표한 곡률

로 제작이 어려워 작업 난이도가 상승하며 제작비 증가를 야기

한다. 또한 거대한 상판 크기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만 확보되

고 큰 변형을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부재와의 결합 및 조

립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보강을 통해 변형을 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장은 효과적인 보강재 배치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강재 배치를 적용한 아치형 상판의 거동 변

화를 분석하였다.

3.1 해석모델

아치형 상판의 보강은 크게 방사형(Radial type)과 환형(Cir-

cumferential type)으로 구분되며, Fig. 5와 같이 상판 보강 케이

스를 고려하였다. 각 모델은 쉘 요소(S4R)로 구성되며, 상판 

모델은 SM355 강종으로 제작된 직경 20m, 높이 3m, 두께 3cm

의 아치형 상판을 기본으로 방사형, 환형, 혼합형 보강재가 

추가된다. 여기서 아치는 2장의 해석모델과 같이 중심단면이 

타원형이다. 자중과 아치 곡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석션압 

100kPa를 외력으로 해석모델에 재하하였고(Fig. 4b), 상판 가

장자리에서 수직 및 수평 변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경계조건

을 부여하였다. 해석모델의 평균 격자 크기는 0.1m로 약 

55,000~70,000개 요소가 모델에 사용되었다.

Fig. 5의 Case A는 8개의 방사 보강재가 추가된 아치형 상판

으로 보강재 길이 및 부재 간 연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판 

전구간이 보강된 경우와 외측 또는 내측 일부 구간(아치중심

으로부터 반경 5m 이내)만 보강된 배치를 고안하였다. 환형 보

강재의 보강 효과 및 위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ase 

B를 포함하였다. B1의 환형 보강재는 직경이 등간격으로 확대

되는(D1=10m, D2=15m, D3=20m) 반면 B2는 환형 보강재의 수직 

위치가 등간격이 되도록 배치하였다(H1=0m, H2=1m, H3=2m). 

B3은 타원의 기울기가 급변하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

다(H1=0m, H2=0.5m, H3=1m). 끝으로, 방사 및 환형 보강재의 

유기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ase C와 같이 보강재를 배치하

였다. C1은 A1와 C3 조합이며, C2는 A3와 C3 조합, 그리고 C3

는 A2에서 제시한 방사보강재와 직접 연결되도록 환형 보강

재를 위치시키고, 높이 0.5m에 환형 보강재를 추가하였다. 여

기서 모든 보강재의 연직 높이는 30cm, 두께는 3cm로 동일하

다. 보강재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무보강 상판(R0)에 

대한 해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3.2 보강재 배치별 상판 거동 비교

각 해석모델을 통해 도출된 응력 및 수직 처짐의 크기와 분

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2는 상판 모델별 응력과 수직 처

짐에 대한 최대값을 정리한 것이며, Fig. 6는 무보강 아치 상판

에서 발생된 값을 기준으로 Table 2의 값을 정규화한 것이다. 

Fig. 6에서 응력비, 처짐비, 무게비는 작을수록 아치형 상판이 

효과적인 보강재 배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 2 3

Case A

Case B

Case C

Fig. 5  Models of arch-shaped cap for suction-installed cofferdam

Table 1  Comparison with stress and vertical displacement 

between circular plate and arch(constant volume)

Model
Max. stress

(MPa)

Max. vertical 

displacement 

(cm)

Circular plate(D=20m, t=6cm) 55.78 13.29

Arch(D=20m, H=10m, t=3cm) 62.98 0.31

Arch(D=20m, H=5m, t=4.5cm) 34.18 0.53

Arch(D=20mH=2.5m, t=5.3cm) 112.2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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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을 통해 보강재 배치에 따른 거동 변화를 비교 분석하

였다. 방사보강재가 아치 측부에 배치된 경우 상판 전체의 변

형을 억제하였으나(A1: 12%, A3: 8%) 방사보강재 하단 모서

리에 응력집중을 야기하였다. 반면 상판 중앙에만 일부 배치

된 방사보강재(A2)는 무보강 상판과 비교했을 때 응력과 변형 

모두 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구조부재로서의 기능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A2와 A3의 결과 비교는 적절한 위치(아치 측

부)에 보강이 이뤄지면 방사보강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도 

보강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형보강재에 의한 보강은 보강재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상이한 구조성능 개선을 보여준다. B1은 아치 상단의 기울기

가 완만한 구간에 보강이 집중되었으나 응력과 변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환형 보강재가 아치 측면에 배치되고 보

강 간격이 조밀할수록 두드러진 구조성능 개선이 확인되었다. 

아치 측면에 환형 보강이 집중된 B3의 응력 및 수직 처짐의 감

소는 각각 29%, 11%로 단일 유형으로 보강된 아치 상판 가운

데 가장 우수한 보강효과를 나타내었다. B3의 무보강 상판 대

비 추가된 강재 사용 증가는 15% 수준이다.

1 2 3

Case A

Case B

Case C

Fig. 7  Stress distribution of stiffened arch-type suction cap

Table 2  Maximum stress and vertical displacement of parametric 

models for stiffened arch-type suction cap

Model
Weight

(tonf)

Max. stress

(MPa)

Max. vertical 

displacement 

(cm)

R0 87.1 169.9 2.01

A

1 92.70 361.6 1.77

2 89.83 170.3 1.99

3 89.92 360.3 1.84

B

1 95.8 170.3 2.01

2 98.9 166.8 1.86

3 99.9 120.5 1.79

C

1 105.5 263.3 1.63

2 12.8 274.9 1.69

3 100.7 132.4 1.87

Fig. 6  Ratio of stress, vertical displacement, and weight with 

respect to un-stiffened arch type suction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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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및 환형 보강재를 혼합한 결과를 통해 환형 보강재를 

아치 측부에 배치하고 방사 보강재를 전 구간에 연결되도록 배

치하면(C1), 안전성과 사용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

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3의 결과를 통해 상판 상단에

만 배치된 방사 보강재(A2)를 환형 보강재에 의해 결합시켜도 

방사 보강재의 구조적 역할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로 C3의 응력 및 처짐 저감 효과는 아치 측부에 보강된 환형 보

강재에 기인한다.

A2 및 C3와 같이 처짐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곳에 보강재를 

추가하여도 구조성능이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은 상판 형상 및 

작용 하중의 대칭성과 대변형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판 

형상이 아치이고 석션압이 대칭적으로 작용하므로 상판은 막 

응력(membrane stress)이 지배적이다. 보강으로 인해 상단 일

부분의 단면이 증가되나 아치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배치되

지 않으므로, 보강재를 통해 축 방향 내력이 지속될 수 없고 그 

결과 상판 내부의 축 방향 응력은 방사 보강재로 완전히 전달

되지 못하여 구조적 역할이 미미하게 된다. 두 번째 원인은 기

하학적 비선형성이다. 재료적 선형 및 미소변형을 가정한 직

경 20m의 무보강 평판(두께 30mm)에 대한 최대 수직 변위를 

살펴보면 상판 중심에서 최대 응력과 수직변위는 각각 494.4MPa, 

2.78m가 발생하나,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한 모델은 123.2MPa, 

0.24m의 응력과 수직변위만 발생한다. 이는 상판의 지지점 간

격이 멀어 큰 변형이 발생하기 이전에 부재의 강체 이동부터 

발생함으로써 실제 재료적 변형은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

체 이동을 동반한 기하학적 상태가 힘의 평형조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선형 해석에 비해 작은 최대 수직변위가 발생하였고, 

변위 발생이 대부분 강체 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발생응력은 

작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본 연구의 아치 상판 해석모델

은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함에 따라 최대 수직 변위가 2.56% 

증가하였고(선형: 1.95cm), 이로 인해 최대응력은 모두 아치 

측부에서 나타났으며 기하학적 비선형 및 선형 모델에 대해 각

각 170MPa, 164MPa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평판의 경우와 달리 대형 아치 평판에서 발생된 변위가 모

두 부재 변형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치의 변위

가 작기 때문에 기하학적 비선형 영향은 평판에 비해 미소함을 

알 수 있다.

 

3.3 아치형 및 평판형 상판의 거동 비교

3.2절에 나타낸 해석결과를 동일한 직경을 갖는 보강된 평

판형 상판의 거동과 비교하였다. 상판의 중량 및 해석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나 기존 연구결과와 추가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

를 정규화하여 보강재 배치에 따른 각 상판의 거동 특성 차이

를 분석함으로써 대형 석션 상판의 개념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치형 상판에서 방사 보강재의 효과는 환형 보강재에 비해 

미미하였다. 아치형 상판 전구간에 걸쳐 방사 방향으로 보강

된 경우(A1) 무보강에 비해 최대 수직변위가 12% 억제되는데 

그쳤으며 보강재에 응력집중으로 오히려 최대응력은 2배로 

증가하였다. 반면, 평판형(Case B; Kim, 2019)의 경우 무보강 

대비 80%까지 수직변위를 억제하였다. 평판 및 아치형 상판 

모두 방사 보강으로 인해 방사 보강재 단부 근처에서 응력집중

이 야기되었으나, 이는 방사방향 변위가 완전히 구속되어 발

생된 것이므로 실제는 이보다 완화된 응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평판형 상판에 환형 보강재가 단독으로 적용되면 응력집중

만 야기하고 처짐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Kim, 

2019). 반면 아치형 상판에서는 환형 보강재가 주요 보강재로 

역할 하였다(B3). 다만 아치형 상판의 높이 및 곡률을 고려해 

환형 보강재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였다. Fig. 8은 무보

강 타원형상 아치 상판의 횡단면에서의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한 기울기 변화를 나타낸다. 타원형 아치 상판인 R0의 최대

응력 발생 위치는 Fig. 8에 나타낸 타원의 기울기의 절대 크기

가 교차되는 위치와 동일하였다. 장반경과 단반경 비율에 따

른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석션압을 받는 타원형 아치 상판

의 경우, 상판 표면의 기울기가 급격히 달라지는 지점에서 보

강에 의한 구조성능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보강 아치 상판의 경계조건 영향 분석

앞의 평판 및 아치형 상판에 대한 해석이 유효한 경우는 아

치 양단의 수평이동이 충분히 구속된 상태이다. 양단에 작용

Fig. 8  Surface slope change in arch-type of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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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평력을 통해 상판 전체가 압축력이 지배적이 되면 별다

른 중간 지지점 없이 효과적으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

나 아치 상판은 가물막이 벽체 위에 거치된 후 석션 관입을 위

해 볼트를 체결된 상태로 가물막이 벽체와 상호 거동하므로 완

전히 구속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상판 경계조

건 변화에 따른 구조적 거동을 조사하였다.

4.1 아치 가장자리 경계조건에 따른 거동 비교

본 절은 석션압이 재하된 해석모델 가장자리의 수평 방향 

변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는 조건으로 무보강 및 보강 아

치형 상판의 기본형인 R0, A1, B3의 응력 및 수직변위 변화를 

관찰하였다. 각 해석모델의 하중 및 구속조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3장과 모두 동일하다. 아치형 상판 가장자리에 방사방

향으로 각 절점마다 선형 스프링 요소(SPRING1)를 배치하였

으며 스프링 강성 증감에 따른 각 상판의 응력 및 변위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4c). 

방사방향 스프링 강성 변화에 따른 각 상판의 최대 응력, 최

대 방사 및 수직 변위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k는 상

판 가장자리에 배치된 스프링의 강성이며 Inf.는 방사방향으

로 완전 구속되도록 경계조건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강성

이 0인 경우는 강체이동으로 인해 해석 자체가 불가하므로, 미

소한 강성을 부가하였다(k=0.1 N/m). Table 2와의 결과 차이는 

자중 고려 유무에 기인한 것이다. 

해석결과를 통해 스프링 강성이 증가됨에 따라 대체로 구조

물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증가하고 변위는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상판은 방사방향으로 구속되지 않은 경우 최대 방

사방향 변위가 상판 가장자리에서 발생되었으나, 스프링 강성

이 증가됨에 따라 Fig. 8과 같이 상판 기울기가 교차되는 위치

로 점차 최대 방사변위의 발생 위치가 변화되었다. 수직변위

는 일관되게 변화하였으나 방사 변위 경향이 달라짐에 따라 최

대 응력 발생은 일관되지 않게 되었다. 무보강 상판을 제외하

고 방사 및 환형 보강 상판의 경우 최대응력이 일관성을 가지

고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상판 가장자리 구속이 강화됨에 따

라 최대 응력이 보강재 부근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최대 응

력은 상판 가장자리 내/외측 표면에서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Table 3  Change in maximum structural design quantities of suction caps due to radial stiffness at the cap edge

k

(kN/m)

R0 A1 B3

Max. stress

(MPa)

Max. vertical 

displacement 

(cm)

Max. radial 

displacement 

(cm)

Max. 

stress

(MPa)

Max. vertical 

displacement 

(cm)

Max. radial 

displacement 

(cm)

Max. 

stress

(MPa)

Max. vertical 

displacement 

(cm)

Max. radial 

displacement 

(cm)

1E-04 172.9 2.15 0.86 198.0 2.04 0.91 101.1 1.86 0.4

1E+00 172.1 2.15 0.86 198.1 2.04 0.91 101.1 1.86 0.4

1E+03 144.6 2.09 0.64 229.3 1.94 0.70 103.8 1.79 0.4

1E+06 165.1 1.95 0.60 309.5 1.72 0.45 117.1 1.74 0.4

1E+09 165.2 1.95 0.60 356.2 1.71 0.45 117.1 1.74 0.4

Inf. 165.2 1.95 0.60 356.2 1.71 0.45 117.1 1.74 0.4

Stiffness R0 A1 B3

k=0

k=1MN/m

Fig. 9  Change in stress distribution due to radial stiffness at the cap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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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강성이 증가됨에 따라 가장자리 내측에서만 최대 응력

이 발생하였다(Fig. 9). 이는 스프링의 방사방향 저항력으로 인

해 발생된 상판의 휨 변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형 보강 상판(B3)는 다른 유형의 상판에 비해 스프링 구

속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였다. 상판 가장자리의 구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도 최대 방사 및 수직방향 변위가 거의 변화하

지 않았다. 또한 Fig.9에 나타난 바와 같이 B3만 스프링 구속이 

없을 때부터 보강재가 부착된 위치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스프링 강성이 확보된 

이후부터 보강재로써 역할하는 방사 보강재(A1)와는 차이가 

있으며, 환형 보강재에 의해 방사방향 변형이 대부분 억제됨

에 따라 상판 가장자리의 스프링 강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방사 보강된 상판(A1)은 가장자리 구속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구조적으로 거의 기능하지 못하였고, 수직변위를 방사변

위로 전이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그러나 상판 가장자리 

구속이 증가됨에 따라 방사보강재의 하단의 방사방향 변위 및 

상판 중심의 수직방향 변위가 억제되고, 그 결과로 방사보강재 

하단을 중심으로 급격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였다(Fig. 9, A1).

4.2 경계조건이 석션 상판에 미치는 영향

아치형 상판의 방사방향 구속 수준에 따라 동일한 상판에 

대해 상이한 거동이 관찰되었다. 방사 방향으로 보강된 부재 

및 상판 자체는 일반적인 아치 구조물과 같이 아치 양단의 수

평이동이 충분히 구속되어야만 구조적 성능이 발휘되었으나, 

환형 보강이 이뤄진 상판에 대해서는 경계조건과 무관하게 구

조적 성능이 확인되었다. 다만 B1, B2, B3의 해석결과 비교에

서 알 수 있듯이, 환형 보강재는 설치 위치가 상판 가장자리의 

경계조건보다 더 중요한 설계인자이므로 상판의 형상을 고려

해 적절한 보강재 배치가 필요하다.

아치형 구조물의 경계조건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변화를 다

룬 연구는 드물어 직접적인 연구결과 비교는 제한적이다. 3차

원 아치형 구조물을 다룬 Lee 등(2019)은 터널 구조물의 지반 

경계조건을 달리하여 구조물의 응답을 분석하고, 경계조건

이 구조물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러나 이는 터널 구조물과 지반의 경계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탈착 등을 해석모델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Giresini 등(2014)은 교회 건물 상단 아치에 대해 여러 경계조

건을 적용해 거동 변화를 관찰하였으나, 경계조건의 중요성을 

정성적으로만 기술하고, 경계조건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변화

를 정량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외 아치형 구조물

의 경계조건 영향을 다룬 일부 연구가 존재하나 2차원에 국한

되어 환형 보강재와 같은 3차원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석션 상판에 작용된 하중은 볼트연결을 통해 가물막이 상단

에 집중적으로 전달되므로, 가물막이 상단이 전체 가물막이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구조적 

안전성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해 가물막이 상단에 많은 부가적인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상판 가장자리의 구속과 무관하게 B3

는 자체적으로 상판의 변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므로, 가물막

이 상단의 보강을 최소화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방사 보강으

로 인한 응력집중은 가물막이 상단의 보강상태에 따라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가물막이 보강 상세를 고려해 상판의 보강 설

계를 수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이용해 아치형 석션 가

물막이 상판의 구조거동을 분석하고, 보강재 배치 및 상판 경

계조건에 따른 거동 변화를 조사하였다. 평판형 상판의 결과

를 아치형 상판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중간 지지점이 없는 석

션 상판에서 과도한 처짐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아치

형 상판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치형 상판에 대한 여

러 매개변수 연구를 통해 다음 결과를 도출하였다. 

1) 2장의 해석결과는 동일한 직경 및 체적을 갖는 아치 상판

에 연직 방향으로만 압력이 작용할 때 상판이 구형에 가

까울수록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이가 

낮을수록 동일체적을 유지하기 위해 아치 상판의 두께가 

증가함에도 응력 및 처짐 개선 효과는 감소하였다.

2) 3장의 해석결과는 환형 보강재가 아치형 상판의 전체 거

동을 지배하며 방사 보강재의 보강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보여준다. 이는 평판형 상판의 보강재 역할과 

상반된다. 평판형 상판은 방사 보강재가 변형 및 응력을 

저감시키는데 주요하게 기여하였다. 

3) 4장의 해석결과는 아치형 상판 하단의 움직임이 충분히 

구속된 이후부터 방사 보강재가 구조적 역할을 수행함

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부 가물막이가 충분히 보강되지 

못하면 응력집중만 유발하고 구조적 역할은 미미할 수 

있다. 

4) 3장과 4장의 결과를 종합하면 환형 보강재의 구조적 효

과는 보강재가 설치된 위치에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으

며 아치형 석션 상판 지지점의 구속 상태와는 무관하였

다. 환형 보강재가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

판의 표면 기울기를 고려해 환형 보강재의 배치가 필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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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이용해 아치 형상을 갖는 석션 상판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평판형 및 아치형 상판의 기본적인 구조

성능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아치형 상판의 이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아치형 상판의 기하 및 보강재 배치 변화에 따른 거동 변화를 비교

하여 각 인자가 상판의 응력 및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추가로 아치형 상판 가장자리의 경계조건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아치형 상판의 보강재 배치와 가물막이 벽체와의 상호거동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보강형 아치형 상판의 구조설계의 

기본 개념을 도출하였다. 평판형 상판과 달리 환형 보강재가 아치형 상판의 구조 거동을 확연히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방

사 보강재의 역할은 상판 가장자리의 구속상태에 의존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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