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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얕은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
Holding Capacity of Shallow Suction Caisson Anchor based on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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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undations of offshore structures have been actively studied to provide design guides for oil platforms in the past. Presently,
this asset from oil industry now finds its application in the design of the foundations for offshore wind turbines. The analytical
solutions for the hold capacity of suction anchor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limit equilibrium and limit analysis theorems and
often compared to the results of novel approaches such as finite element (FE) analysis. However, some solutions show discrepancy with the FE analysis results under specific conditions, say under certain value of the ratio of length to diameter. The main
scop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ilure envelope of suction caisson anchors, especially with an aspect ratio of 2 based on FE
analysis. The results will provide a basis to enhance the existing plasticity solutions for anchor hold capacity. The effect of soil
disturbance and location of optimal loading point are also investigated.
Key words : Suction caisson anchor, Anchor holding capacity, Failure envelope, Optimal loading point

요

지

해양구조물 기초에 대한 연구는 석유 시추를 위한 기술과 발전을 같이해 왔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기술은 최근 사회적 요구
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해상풍력발전기 기초에 대한 설계 및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해상풍력발전기
는 주로 수심이 얕은 해양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아가 수심이 깊은 곳의 풍력발전기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수심이 깊
어지면 발전기 플랫폼의 형태가 부유식이 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유식 발전기는 해상지반에 앵커에 의해
지지되며, 앵커의 자중 및 부유식 구조물에 가해지는 바람, 해류 등의 영향으로 앵커에는 수직, 수평의 조합하중이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서 길이-직경비가 2인 석션앵커의 파괴포락선을 산정하고, 기존의 앵커 인발력 산정식과 비
교한다. 또한 앵커의 관입시 발생되는 지반의 교란정도에 따른 인발력 감소와 최적의 하중 재하 위치를 검토한다.
핵심용어 : 석션 케이슨 앵커, 앵커 인발력, 파괴포락선, 최적 하중재하점

··································································································································································································································

1. 서

론

공도 이루어진바 있다(Goupee et al., 2012; Cermelli et
al., 2012). 부유식 풍력발전장치는 해상의 혹독한 기후 및

전통적으로 해양구조물 기초 및 앵커에 대한 연구는 석유

하중 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앵커의 인발력을 포함한 풍력발

시추를 위한 기술과 발전을 함께 해왔으며, 최근 급증하는

전기 구조물 안정성의 합리적인 해석은 에너지 기반시설의

에너지의 수요로 인하여 해상풍력발전기 기초에 대한 설계

방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및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해상풍력발전기는

본 연구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및 전통적인 부유식 플

수심 30 m 정도까지의 얕은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기초의

랫폼에 사용되는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을 분석하는 것

형식으로는 모노파일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80 m 이상의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석션 케이슨은 시공시 먼저 자중에

심해에서는 부유식 풍력발전장치가 더 경제적일 것으로 보고

의하여 해상저면에 관입되고, 이 후 케이슨의 최종 관입을 위

되고 있다(Musial 등, 2006).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심해에서

하여 펌프를 이용해 내부의 물을 외부로 배수시켜 내부의 압

의 부유식 풍력발전기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실증모델의 시

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든다(Randolph and Gourvene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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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mensions of anchor and soil
Fig. 1. Installation of suction caisson (after Andersen and
Jostad, 1999)

Table 1. Meaning of variables
변수
D

케이슨 직경

L

케이슨 길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모형실험, 원심모형실험 등의 실험적 방

θ

앵커 운동각

법((Brown and Nacci, 1971; Fuglsang and Steensen,
1991; Andersen et al., 1993; Watson and Randolph, 1997;

P

앵커 하중

zp

최적하중 재하점의 위치

Watson et al., 2000; House and Randolph, 2001; Clukey

W

해석모델 폭

et al., 1993) 및 수치적 및 해석적 방법을 통한 연구(Deng,

H

해석모델 깊이

su

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

Fig. 1에 석션 케이슨 시공과정의 개략도가 제시되어 있다.
석션 케이슨의 개념은 Goodmen 등(1961)에 의하여 처음

2001; Cao et al., 2002, 2005a, 2005b; House와 Randolph,

의미

2001; Aubeny et al., 2003; Zhan and Liu, 2010)가 계속
되어 왔다.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해석 대상은 Fig. 2에서 보인바와 같이

한계상태해석(Limit Equilibrium)과 극한해석(Plastic Limit

지반과 이에 관입된 원통형 석션 케이슨 앵커로 구성된다.

Analysis)법과 같은 간략화 된 해석방법이 석션 케이슨 앵커

본 해석대상의 구조는 Table 1에 주어진 변수들에 의해 정의

의 인발력을 산정하기 위해 제안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간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L/D=2인 앵

략화 된 방법들은 흔히 유한요소해석과 같이 검증된 기법과

커를 해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해석 시 케이슨의 직경 D=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계상태해석이나 극한

5 m를 사용하였다. 해석모델의 폭은 W=6D, 깊이는 H=6D를

해석법은 역학적 기본방정식의 일부만을 만족하는 해석법이

사용하였으며, 지반의 물성치는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해석

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대상 구조물의 파괴기

대상 및 하중조건의 대칭성에 근거해 유한요소해석은 3차원

재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Chen,

모델의 반 단면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모델

1975), 유한요소해석은 파괴기재에 대한 가정 없이 지배방정

이 Fig. 3에 주어져 있다.

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산정해 주기 때문이다. 기존

해석모델의 석션 케이슨 앵커와 지반은 모두 연속체 요소

에 존재하는 석션 케이슨 앵커 인발력의 예측을 위한 극한해

로 모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차 하이브리드(linear hybrid)

석법의 경우 길이-직경비가 2 이하인 얕은 앵커의 경우에 유

저감적분요소(reduced integration element)를 사용하였다. 지

한요소해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값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ubeny et al., 2003; Supachawarote, 2006;
Det Norske Veritas, 2005). 하지만 길이-직경비가 2 이하인
석션 케이슨 앵커도 부유체의 앵커로서 널리 설계 및 시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Andersen et al., 2003).
본 연구는 기존의 앵커 인발력 산정해가 오차를 보이는 길
이-직경비가 2인 석션 케이슨 앵커를 대상으로 유한요소해석
을 통해 인발력을 산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유한요소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ABAQUS(2011)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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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nit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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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oil
탄성계수,
E
5,000 kPa

비배수 전단강도,
su
10 kPa

포아송비,
ν
0.49

반의 비배수 상태를 가정하고 0.5에 근접하는 포아송비 ν =
0.49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을 위해 하이브리드
요소를, 해석시간의 단축을 위해 저감적분요소를 사용하였다.
앵커 인발력 산정을 위한 유한요소해석에서의 하이브리드 및
저감적분요소에 대한 사용은 Andersen et al.(2003)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본 논문에 사용한 해석방법은 전응력을 사
용하여 지반의 비배수 상태를 고려하는 전응력 해석법이며,
따라서 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 및 유효응력의 변화는 해
석에 고려되지 않는다.
지반의 구성모델로는 점토의 비배수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von Mises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물성
은 Table 2에 주어져 있다. 이 후 수치해석으로부터 주어지
는 앵커 파괴포락선 상의 파괴시 하중을 지반의 비배수 전단
강도에 정규화된 형태로 제시하므로(Fig. 11), 해석에 사용된
지반의 전단강도와 해석된 앵커 인발력의 절대적인 값보다
이 둘 사이의 비율이 더 의미 있는 값이 된다. Von Mises
모델의 항복응력 σy와 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 su의 사이에
는 σy = 3su 의 관계가 있다(Andersen 등, 2003). 지반의
탄성계수는 비배수 전단강도의 500배로 설정하였으며(E/su=
500), 본 연구에서는 앵커의 파괴 시의 인발력이 주된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해석 시에 변형률이 파괴에 이를 만큼 충분
하다면, 사용된 탄성계수의 값은 의미가 크지 않다. 다만, 케
이슨의 강체거동을 위해 케이슨의 탄성계수를 지반의 값에

Fig. 4. Reactions developed on anchors

8

비해 충분히 큰 값(10 배)으로 입력하였음을 밝혀둔다. 해석
시 케이슨과 지반은 일체거동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

볼 수 있다. 케이슨 직경의 20%는 실제 문제에서는 굉장히

라 케이슨과 지반 사이 경계의 강도는 지반의 강도에 지배된

큰 변위이며, 또한 기존의 문헌에서 파괴상태를 정의한 것을

다. 케이슨 주변 지반의 강도는 케이슨 시공의 영향으로 감

참조하여(예를 들어, Andersen et al., 2003), 직경의 20%에

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앵커의 인발력의 감소 경향은 별

해당하는 상태를 파괴상태라고 보고 이 때의 반력을 인발력

도로 3.1절에 언급하였다.

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시에는 지반과 앵커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

유한요소의 크기에 따라 유한요소모델의 전체 시스템의 강

았다. 지반의 경우 응력수준에 따라 강도가 변하지 않는 von

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산정되는 반력, 즉 앵커의 인발력

Mises 모델을 사용하였으므로 지반의 자중은 앵커의 인발력

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유한요소의 크기에 따른 인발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앵커의 수중중량이 존재하는 경우,

산정치를 정량화하려는 시도로 Fig. 3에 보인 유한요소모델에

그와 같은 정도로 앵커의 수직 인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해 전체적으로 2배에 해당하는 요소크기를 가진 모델로 인

이는 유한요소해석 시에 고려하지 않아도 산정된 수직 인발

발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가 Fig. 5에 주어

력에 수중중량을 산술적으로 더해 인발력을 고려할 수 있다

져 있다. 그림으로부터 유한요소의 크기는 지반의 강성, 따라

(Supachawarote, 2006 참조).

서 산정되는 인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파괴상태를 정의하기 위하
o

여 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석션 케이슨을 운동각 θ = 0 ,
o

o

o

o

o

이에 따라 본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인발력과 요소크기
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선형이라 가정하였다. 본 가정은 기존

o

22.5 , 30 , 45 , 60 , 70 , 90 으로 파괴에 이르도록 변위를

문헌(Kausel, 1974)과 저자의 경험으로 볼 때, 근사적으로

가하였으며, 이때의 수직, 수평 반력을 산출하였다. Fig. 4에

타당한 가정이라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해 보면 Fig.

케이슨의 변위에 대한 수직, 수평반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

3에 보인 기본 유한요소모델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 비해 요

체적으로 수평반력은 케이슨 직경의 20%에 해당하는 변위

소크기의 영향을 배제했을 때, 즉 요소크기가 무한히 작은

(1 m)에 도달 시 파괴 값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수직

경우에 해당하는 수직, 수평인발력은 각각 93%, 96%에 달하

반력의 값은 이 후에도 약간의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는 것을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얕은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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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lding capacities with respect to element size

3. 해석결과 및 앵커 인발력

보고된 대로 전단강도가 0.65su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해석
을 수행하였다. 케이슨 시공 시 교란된 범위는, 즉 지반의
강도가 0.65su로 줄어드는 범위는 케이슨의 외측 벽으로부터

3.1 관입 시 교란에 따른 인발력
본 절에서는 석션 케이슨의 관입 시 발생하는 주변 지반의

바깥쪽으로 0부터 최대 0.3 m까지의 범위 내에서 0.05 m 만

교란 및 강도감소에 따른 앵커의 인발력 변화를 해석하였다.

큼 변화시키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에는 모두 동일한

석션 케이슨의 시공과정에서 케이슨을 둘러싸고 있는 지반은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여 유한요소의 형상에 따른 영향을 배

시공과정에서 교란되며 이에 따른 전단강도의 감소가 발생한

제하였다. 본 해석의 결과가 Fig. 6과 Fig. 7에 주어져 있으

다. 교란에 의해 전단강도의 감소율은 지반 종류에 따라 다

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케이슨의 인발력은 교란범위에 크

르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Andersen과 Jostad(2002)에 의해

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란에 따라 비배

Fig. 6. Vertical capacity and disturbed distance

Fig. 7. Horizontal capacity and disturbe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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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전단강도가 원지반의 6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우, 수직

평하중 하의 최적 하중재하점은 수직, 수평의 조합하중 하에

인발력은 교란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략 83%, 수평 인발

서도 동일한 최적 하중재하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력은 95%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3.1절에

본 절에서는 최적 하중재하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z/

보인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해석 결과는 모두 지반의 교란효

L=0.45에서 0.7인 범위에서 회전을 구속하지 않고 해당 위치

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에 수평변위를 가하여 파괴에 이르게 하였다. Fig. 9는 하중
재하점과 수평 인발력의 관계를 보이며, 본 결과로부터 z/L

3.2 최적 하중 재하깊이
석션 케이슨 앵커에 연결된 계류 케이블을 통해 앵커에 수
평, 수직 또는 경사하중이 전달되며, 본 케이블이 연결되는,

=0.565의 위치에서 수평 인발력이 최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z/L=0.565인
경우에 앵커의 회전이 최소인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하중이 재하 되는 위치는 인발력 산정에 중요한 인자이다.
석션 케이슨에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하중재하 위치에
따라 Fig. 8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앵커의 두부는 전방, 후방

3.3 석션 앵커의 인발력
하중이 최적 하중재하점에 재하 되었을 때, 케이슨의 인발

으로 회전하거나 또는 특정 위치에 재하 할 경우 회전 없이

방향에 따른 인발력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석션 케이슨

이동하게 된다. 케이슨의 인발력은 케이슨이 회전 없이 이동할

의 회전을 구속하고 운동 각 θ = 0o, 22.5o, 30o, 45o, 60o,

경우에 최대 인발력을 가지게 된다(Randolph and Gourvenec,

70o, 90o으로 파괴에 이르도록 변위를 가하였으며, 이때의 파

2011). 한편, 원통형 케이슨의 중심선을 따라 수직하중이 재

괴포락선과 하중재하경로를 Fig. 10에 보였다. 초기의 하중재

하되는 하중 재하위치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며, 따라서 수

하경로는, 즉 변형 초기에는 앵커의 거동이 탄성거동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수평, 수직 반력이 선형의 관계에 있으며
기울기는 가해진 운동 각 θ의 값과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후, 앵커의 변형이 커지면 탄성거동에서 벗어나
하중재하경로의 기울기가 달라지고 마침내 파괴에 이르게 된
다. 지반의 물성으로 사용된 von Mises 모델은 상관소성흐름
(associated flow)에 지배되므로, 파괴포락선 상의 수직벡터는
앵커의 운동 각 θ와 동일하게 된다. 이 또한 Fig. 10의 결
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1에는 Fig. 10에서의 인발력의 수직분력 V, 수평분력
H를 비배수 전단강도와 직경의 길이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결
과를 나타낸다. Fig. 11로 부터 균일한 비배수 점토에 L/D
=2인 석션 케이슨 앵커가 시공된 경우, 앵커와 지반이 일체
거동 한다는 가정 하에 수직, 수평 및 경사하중 하 앵커의
인발력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크
기의 영향으로, 본 결과는 대략 5% 정도 과대 산정된 값이
라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Fig. 11에 Aubeny 등(2003)이
제안한 극한해석 상계법(Upper Bound Solution, UBS)의 해
를 이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의 수평, 수직 축은 각각

Fig. 8. Behavior of suction caisson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loading point

Fig. 9. Horizontal capacity and loading point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얕은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

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 su와 케이슨의 직경 D로 정규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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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ormalized failure envelope

수평, 수직 인발력을 나타낸다. 서론에 언급한 대로 USB는
역학적 기본방정식 중 일부만을 만족하며, 또한 참값을 과대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Chen, 1975), 그림에 보인 경향은
타당하며 역학적 기본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유한요소해석
의 결과가 참값에 더 근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적 하중재하점 역시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해진 값은 z/L=0.565, 극한해석(UBS) 값은 z/L=0.57로 두
값은 매우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결

론

길이와 직경의 비가 2인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을 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시 지반의 비배수 전
단강도는 균일하고 앵커와 지반 사이에는 균열이 없이 일체
거동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본문에 보인 결과로부터, 비배수 전단강도와 앵커의 직경이
알려진 경우, 앵커의 파괴포락선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앵커
의 자중은 해석에 고려하지 않았지만, 인발력의 수직분력에 산
술적으로 앵커의 수중중량을 더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안된 파괴포락선을 통해 산정된 인발력은 유한요소크기
의 영향으로 대략 5% 정도 과대 산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
다. 또한 앵커 관입 시 지반교란의 영향으로 앵커의 강도가
원지반의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 실제 인발력은 제안
된 파괴포락선으로부터 산정된 인발력 보다 수직분력 83%,
수평분력 95%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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