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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점성토 지반에 시공된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
Holding Capacity of a Suction Caisson Anchor in Uniform Cohesive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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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have been actively studied mainly for the application of oil productions in the past. Presently, this
asset from oil industry finds its way for the application to floating wind turbine systems. Tensile forces in mooring systems pull
the anchoring systems at the connection, and due to the combination of anchor weight, wind, wave, and current, the anchor may
experience inclined forces. The main scop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ultimate holding capacity of suction caisson anchors
according to the anchor dimensions and anchor translation angle based on finite element analysis. The holding capacity is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embedment depth of anchor when installed in uniform soil. The shape of failure envelope becomes more angular as the anchor gets slenderer. The depth of optimal loading point is found to be at 0.57 times th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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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심해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석유 시추용 플랫폼에 대한 적용을 위해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해상풍력발전기에 대한 적용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심해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계류체의 장력은 앵커에 전달이 되며, 앵커의 자중과 부유체에 가해지는 바람, 파도, 해류 등의 영향으로 앵커
에는 수직, 수평성분을 모두 가진 경사진 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앵커의 형상 및 앵커의
인발각에 따른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을 산정한다. 균일한 지반에 관입된 앵커의 경우에, 앵커의 인발력과 관입깊이의 관계
는 선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으며, 파괴포락선의 형상은 앵커의 관입깊이가 커질수록 더 각이 진 타원의 형태로 변화한다. 최
적 하중재하점은 앵커 관입깊이의 0.57배에 해당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석션 케이슨 앵커, 유한요소해석, 인발력, 파괴포락선, 최적 하중재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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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반시설의 방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앵커의 설계 시에
는 최대 인발력이 앵커의 자중 및 부유체에 가해지는 바람,

급증하는 에너지의 수요 및 기후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세계적으

파도, 해류 때문에 앵커에 전달되는 합력 보다 충분히 크게
되도록 앵커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로 해상 풍력발전기 및 이의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대

석션 케이슨은 자중에 의하여 해상저면에 관입되고, 펌프를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심해에서

이용하여 케이슨 내부의 압력을 외부의 압력보다 낮게 만드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Musial and Butterfield., 2006),

는 방법으로 최종관입 깊이에 도달하게 한다(Randolph and

부유식 풍력발전기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실증모

Gourvenec, 2011; Andersen and Jostad, 1999). 석션 케이

델의 시공도 수행된 바 있다(Goupee et al., 2012; Cermelli

슨은 부유체의 앵커 구조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앵커 방

et al., 2012). 심해에서의 부유식 풍력발전장치는 해상의 혹
독한 기후 및 하중 하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앵커를 포

식 중 하나이며, 모형시험, 원심분리기 시험 등의 실험적 방법
(Brown and Nacci, 1971; Fuglsang and Steensen, 1991;

함하는 부유식 풍력발전기 구조의 합리적인 해석은 에너지

Andersen et al., 1993; Watson and Randolp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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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et al., 2000; House and Randolph, 2001; Clukey
and Morrison, 1993), 그리고 수치적 및 해석적 방법(Deng,
2001; Cao et al., 2002, 2005a, 2005b; House and
Randolph, 2001; Aubeny et al., 2003; Zhan and Liu,
2010)을 통하여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 산정을 위하여 한계상태해석
(Limit Equilibrium), 극한해석(Plastic Limit Analysis) 등의
해석법이 사용되어 왔으며, 본 해석법을 통한 제안식들은 흔
히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계상태
해석이나 극한해석법은 역학적 기본방정식의 일부만을 만족
하는 해석법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대상 구
조물의 파괴기재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

Fig. 2. Finite element model (L/D = 2)

고 또한 역학적 지배방정식의 일부만을 만족하지만(Chen,
1975), 유한요소해석은 파괴기재의 가정이 필요 없이 지배방

는 6배, 즉 W = 6L을 사용하였으며, 해석모델의 하단 경계는

정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산정해 주기 때문이다.

케이슨 하부로 4D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해석대상 및

본 연구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앵커의 형상, 앵커의 인발

하중조건의 대칭성에 근거해 유한요소해석은 3차원 모델의 반

각에 대한 앵커 최대 인발력 및 최적하중 재하점을 해석하는

단면만을 사용하였다. L/D = 2인 경우에 사용된 유한요소모델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Fig. 2에 주어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해석방법은 전응력으로 지반의 비배수

2. 유한요소해석 모델

상태를 고려하는 전응력 해석법이며, 이에 따라 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 및 유효응력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음을 밝혀둔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ABAQUS(2011) 프로

다. 해석모델의 석션 케이슨 앵커와 지반은 모두 연속체 요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해석 대상은 Fig. 1에서 보인 바와 같

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지반의 비배수 상태를 가정하고 0.5에

이 지반과 지반에 관입된 원통형 석션 케이슨 앵커로 구성된

근접하는 포아송비 v = 0.49를 사용하였고, 해석의 정확성을

다. 본 해석대상은 Table 1에 주어진 변수들에 의해 정의된

위해 하이브리드 요소를, 해석시간의 단축을 위해 저감적분요

다.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전체 크기는 폭을 케이슨 관입깊이

소를 사용하였다. 앵커 인발력 산정을 위한 유한요소해석에서
의 ABAQUS(2011) 라이브러리의 하이브리드 및 저감적분요
소에 대한 사용은 Andersen et al.(2003, 2005)에 의해 언
급된 바 있다.
지반의 구성모델로는 점토의 비배수 상태를 해석하기 위하
여 널리 사용되는 von Mises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von
Mises 모델의 항복응력 σy와 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 su의
사이에는 σy = 3su 의 관계가 있다(Andersen et al., 2003;
2005). 지반의 탄성계수는 비배수 전단강도 일정 비율로 설정
하였다(E/su = 500). 케이슨은 탄성체로 가정하고 해석하였으
며, 케이슨의 강체거동을 위해 케이슨의 탄성계수를 지반의
값에 비해 충분히 큰 값으로 입력하였다. 또한, 석션 케이슨
과 지반은 일체거동 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 보인 모든 유한요소해석에서는 지반과 앵커의

Fig. 1. Dimensions of finite element model
Table 1. Variables for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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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고려하지 않았다. 지반의 구성모델로 von Mises 모델
을 사용하여 지반은 응력수준에 따라 강도가 변하지 않으므
로 지반의 자중이 앵커의 인발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변수
D

의미

앵커의 중량은 또한 앵커의 수중중량만큼 앵커의 수직 인발

케이슨 직경

력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요소해석 시에 고려하지

L

케이슨 길이

않고 산정된 수직 인발력에 수중중량을 산술적으로 더해 인

θ

앵커 운동각

발력을 고려할 수 있다(Supachawarote, 2006 참조).

zp

최적하중 재하점의 위치

W

해석모델 폭

위하여 먼저 Table 2에 보인 것과 같은 해석조건의 조합 하

H

해석모델 깊이

su

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

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후 결과의 보완을 위해

앵커의 근입깊이와 인발각에 따른 앵커 인발력을 산정하기

추가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앵커의 길이-직경비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13년 4월

L/D는 기존에 해상에 설계 및 시공되었던 형상을 포괄하기

할 때의 수직, 수평반력의 해석결과가 주어져 있다. 그림에서

위해 선정하였다. 단, 여러 부유체의 형식 중 TLP(tension

볼 수 있듯 인발거리, 혹은 케이슨의 변위가 케이슨 직경의

leg platform) 형식은 L/D가 1 이하로 시공되는 경우가 있으

2%(0.1 m)에 이를 때까지 케이슨에 작용하는 반력의 수직,

며(Andersen et al., 2003) 이러한 경우는 본 논문에서 고려

수평 성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이상의 변형 하에서는

하지 않았다. 해석 시에는 케이슨의 직경과 지반의 전단강도

반력의 증가 추세가 미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로 각각 D = 5 m, su = 5 kPa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앵커

이러한 경향은 L/D = 6, 10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의 인발력을 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의 함수로 제시하는 데

케이슨 직경의 20%는 실제로 파괴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된 지반의 강도값 자체는 큰 의

큰 변위이며, 또한 기존의 문헌에서는 파괴상태를 동일한 변

미가 없음을 밝힌다. 인발각 θ 는 앵커 인발력의 수평, 수직

위 하에서 정의한 것을 참조하여(예를 들어, Andersen et

분력을 나타내는 파괴포락선을 설정하기 용이한 값들을 선정

al., 2003; Aubeny et al., 2003), 변위가 직경의 20%에 이

하였다. 본 논문에 보인 모든 해석은 앵커가 회전 없이 설정

르는 경우를 앵커의 파괴상태라고 설정하고 이때의 반력을

된 인발각으로 파괴시까지 이동하는 거동을 해석하였으며, 이

앵커의 인발력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경우는 하중이 앵커의 최적하중 재하점에 작용하는 경우를

요소의 크기는 유한요소모델의 전체 시스템의 강성에 영향
을 미치고 이에 따라 산정되는 반력도 요소의 크기에 영향을

모사한다.
Fig. 3에 L/D = 2인 경우에 앵커가 주어진 인발각 로 이동

받는다. 따라서, 유한요소모델의 요소 크기는 앵커의 해석을
통해 산정한 인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영향을 정량

Table 2. Analysis cases
L/D

θ (o)

2
6
10

0
15
30
45
60
75
90

Fig. 3. Reactions and displacements (L/D = 2)

균일한 점성토 지반에 시공된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

화하려는 시도로, 인발력 산정에 사용한 유한요소모델의 요소
크기를 변화하며 그 결과를 관찰하였다(Fig. 4).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L/D = 2인 경우에는 요소의 크기를 인발력 산정을
위해 사용한 기본모델의 약 0.5배 및 1.5배의 요소크기를 사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산정한 인발력과 요소
크기의 관계는 선형에 매우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Kausel(1974) 등의 논문이나 저자의 경험과 일치
하는 경향을 보인다. 선형 관계로부터 요소크기가 0에 해당

Fig. 4. Capacities and element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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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발력을 유추하면 유한요소모델 요소 크기의 영향을

L/D과 거의 선형에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배제한 결과를 근사적으로 얻을 수 있다. L/D = 6, 10인 경

있다. Deng and Carter(2002)는 수정 캠클레이 모델을 바탕

우에는 요소의 크기를 0.5배로 모델을 만들 경우, 해석 수행

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한 결과에서 수직 인발력이 L/D의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해석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승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발

요소 크기를 1.5배로 변형한 경우에만 해석을 수행하였다.

력과 앵커 형상의 관계는 지반 강도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Fig. 4(a)에 보인 정규화한 수직 인발력의 경우에는, L/D

는 것을 알 수 있다.

= 2, 6, 10인 경우에 사용한 요소의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앵커가 수직, 수평으로 인

요소 크기에 따른 인발력의 추세가 유사하며, 이에 따라 인

발되는 경우에는 근사적으로 각각 수직, 수평의 반력만이 발

발력과 요소 크기의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수직 인발력을 위

생하며(Fig. 4), 앵커가 수직, 수평 이외의 경사진 각도로 인

한 감소계수 0.88을 산정하였다. 즉, 기본 유한요소모델을 사

발될 경우에는 파괴시 인발력 역시 수직과 수평분력을 모두

용하여 산정된 인발력의 수직 성분에 감소계수 0.88을 곱하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괴시 인발력의 수직, 수평

면, 근사적으로 요소 크기의 영향이 배제된 인발력을 얻을

분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파괴포락선(failure envelope)이

수 있다. Fig. 4(b)에 보인 수평 인발력의 경우에는 인발력과

라고 한다. Table 2에 주어진 인발각에 따라 앵커 파괴시의

요소 크기의 관계는 여전히 선형이지만 그 기울기가 L/D 값

수직, 수평분력을 산정하였으며, L/D = 2인 경우의 파괴포락

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에 사용된 3차

선 및 하중이력이 Fig. 6에 주어져 있다.

원 유한요소모델이 선대칭 형상이고 이에 따라 L/D가 다른

하중재하경로, 즉 하중이력은 변형 초기에는 앵커의 거동이

유한요소모델에 방사방향(수평방향)으로 동일한 요소 크기를

탄성거동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수평, 수직반력이 선형의

생성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방사방향으로 L/D = 2인 경

관계에 있으며 기울기는 가해진 앵커 인발각 θ의 값과 동일

우에 요소의 길이가 가장 크고 L/D = 10인 경우에 요소 길

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후, 앵커의 변형이 커지면 탄

이가 가작 작도록 모델이 구성되었기 때문에다. 따라서 수평

성거동에서 벗어나 하중재하경로의 기울기가 달라지고 마침

인발력의 경우에는 각각 L/D = 2, 6, 10인 경우에 감소계수

내 파괴에 이르게 된다. 지반의 물성으로 사용된 von Mises

0.75, 0.88, 0.92를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다음 절에 보이는

모델은 상관소성흐름(associated flow)을 가정하므로, 파괴포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산정된 인발력의 결과는 본 감소계수

락선 상의 수직벡터는 앵커의 인발각 θ와 동일하게 되며 이

를 적용하여 유한요소 크기의 영향을 근사적으로 배제한 결

또한 Fig. 6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이다.

L/D = 2, 6, 10인 경우의 파괴포락선을 각 앵커 형상에 따
른 V0, H0로 정규화하여 비교하였을 때, Fig. 7(a)에 보인대

3.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

로 L/D = 2인 경우의 파괴포락선의 형상이 L/D = 6, 10인 경
우의 파괴포락선과 형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L/D 값에

본 절에서는 Table 2에 보인 해석수행 조건 하의 해석결과

따른 파괴포락선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2에 보인

를 바탕으로 앵커의 최적하중 재하위치에 하중이 작용하였을

해석 조건에 추가적으로 L/D = 3, 4, 8, 10인 경우에 대하여

경우 앵커의 인발력을 산정하기 위한 파괴포락선을 제안하기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Fig. 7(b)에 요약되

로 한다.
먼저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앵커가 수직, 수평방향으로 인발

어 있다. 본 그림으로부터 정규화한 파괴포락선의 형상은 길
이-직경비가 L/D = 2에서 L/D = 6까지 증가하는 경우에는 파

될 경우, 즉 인발각이 각각 90o와 0o인 경우의 인발력 V0와

괴포락선의 형태가 점차 변화하지만, L/D = 6보다 더 커지는

H0을 산정하여 L/D의 함수로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가 Fig.

경우에는 파괴포락선의 형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을 확

5에 주어져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정규화된 수직, 수평
인발력 V0/suD2과 H0/suD2은 앵커의 형상을 나타내는 변수

Fig. 5. Vertical and horizontal capacities according to caisson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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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story of reaction forces (L/D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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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본 파괴포락선의 형상은 Eqn. (1)의 형태로

Table 3. Constants for failure envelope
L/D

2

3

4

6 이상

a

2.19

2.84

3.78

4.66

b

2.85

2.82

2.54

2.34

표현할 수 있으며 L/D의 값에 따른 계수 a와 b의 값이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석션 케이슨 앵커의 무게는 유한요소해석 시에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는 앵커의 수중중량을 앵커 인발력의 수직성분에
더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Fig. 8), 이에 따
라 Eqn. (1)는 앵커의 수중중량 W' 추가하여 Eqn. (2)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H ⎞ a ⎛ ----V-⎞ b = 1
⎛ ----⎝ H -⎠ + ⎝ V
⎠

(1)

H-⎞ a + ⎛ V
– W′⎞ b = 1
⎛ -----------------⎝H ⎠ ⎝ V ⎠

(2)

0

0

0

0

4. 최적하중 재하깊이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하중은 케이슨의 패드아이(pad
eye)에 연결된 계류 케이블에 의해서 발현되며, 하중 작용점
의 위치는 케이슨의 거동과 인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자중 하나이다. 케이슨에 수평하중이 작용할 경우 재하 위치
에 따라 앵커의 두부가 전방, 후방으로 회전하거나 또는 회
전 없이 이동하게 되며, 케이슨의 인발력은 케이슨이 회전
없이 이동하는 경우에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Randolph and
Gourvenec, 2011). 케이슨이 최대의 인발력을 가지게 하는
작용점의 위치를 최적 하중재하점(optimal loading point)이라
고 한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최적 하중재하 깊이 zp는 앵커의 근
입깊이 L로 정규화했을 때 L/D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Fig. 9에는 L/D = 2인 경우
의 정규화한 최적 하중재하 깊이 zp/L과 앵커 인발각 θ의 관
계를 나타내었다. 최적 하중점은 인발각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균일한 지반에 관입된 앵커의 경우 zp/L = 0.57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원통형 케이슨의 중심선을 따라 수직하중이
재하 되는 경우 하중 재하위치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며,
따라서 수평하중 하의 최적 하중재하점은 수직, 수평의 조합
Fig. 7. Normalized failure envelopes

하중 하에서도 동일한 최적 하중재하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Fig. 9에 최적 하중점의 위치가 앵커 인발각에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은 타당하며 인발각에 따른 미세한 값의 차
이는 수치해석 상의 오차(numerical artifact)로 보인다.

Fig. 8. Consideration of the submerged weight of caisson
(after Supachawarote, 2006)

균일한 점성토 지반에 시공된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

Fig. 9. Depth of optimal loading point (L/D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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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길이-직경비, 앵커의 인발 하중각에 따른 석션 케이슨 앵커
의 인발력을 산정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앵커
와 지반은 균열이 없이 일체 거동한다고 가정하였다.
본문에 보인 수직, 수평 인발력과 파괴포락선으로부터 앵커
의 인발 하중각을 바탕으로, 최적하중 재하점에 하중이 가해
진 석션 케이슨 앵커의 인발력을 산정할 수 있다. 앵커의 자
중은 유한요소해석에 고려하지 않았지만, 제안식에 적용된 바
와 같이 인발력의 수직분력에 산술적으로 앵커의 수중중량을
더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균일한 지반의 관입된 앵커가 수직, 수평으로 인발될 때의
최대 인발력은 앵커의 근입깊이와 근사적으로 선형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반의 강도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앵커의 정규화한 파괴포락선은 길이-직경비가 2에서 6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형상도 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6보다 더
커지는 경우에는 파괴포락선 형상의 변화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균일한 지반에 관입된 앵커의 최적하중 재하점의 위치는
앵커의 형상 및 인발각에 무관하며, 지표 하 앵커 근입깊이
의 0.57배에 해당하는 깊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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