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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하수관거 플라스틱 받침 기초의 경제적인
단면 설계를 위한 해석연구
A Numerical Study on Economic Design of Prefabricated Sewage-Pipe Plastic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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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per backfill materials and compaction controls under pipelines have become one of the major causes of failure in many
sewage pipeline systems. A study on backfill materials and compaction controls has been considered for a long time. However,
structural supporters under the pipe were recently concerned because of pipeline repair and maintenance. This paper presents a
prefabricated plastic foundation for supporting a sewage pipe system and increasing the performance function of the pipes. Several analytical models for the plastic foundations were investigated using finite-element program, ABAQUS, for checking safety
and determining economic design. Comparing with the results of analyses, some of economic design sections based on the sizes of
pipe diameters, 300mm and 600mm, were recommended. These results could be applied to a pipeline system with a prefabricated
plastic foundation.
Key words : Sewage-pipe foundation, Prefabricated foundation, polyethylene, Economic design, Finite element analysis

요

지

하수관거 현장 조립 시공 시 불균형한 다짐과 관거 이격현상에 의해 관거 이음부에 누수와 침하가 발생하여 하수관거로서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하수관거 하부 및 측면의 친환경적 채움재 개발과 채움재 다짐 방법론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들어 하수관거 하부에 구조적 받침을 설치하여 파이프의 수명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수관거를 지지하고 관거의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한 조립식 플라스
틱 기초 개발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가 플라스틱 기초의
안전성 평가 및 경제적인 설계단면 선정에 적극 활용되었다. 관경 300 mm, 600 mm를 지지하는 하수관거 플라스틱 기초의 경
제적인 형식을 결정하기위하여 여러 개의 설계단면이 본 연구에서 검토되었으며, 해석결과 분석을 통해 안전하며 경제적인 설계
단면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플라스틱 하수관거 기초가 사용되는 유사연구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하수관거 기초, 조립식 기초, 폴리에틸렌, 경제적 설계,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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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수관거의 경우 대부분이 대형 콘크리트 흄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거의 기초는 지지력 증진 및 침하량을 저감시킬 수

우리나라 하수도용 관의 파손원인을 분석하면, Ahn 등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장시공 시

(2005)의 연구에서 하수도용 관 파손의 주요유형은 이음부

이러한 기초의 시공 및 뒤채움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불량이 약 38%, 연결관 돌출 및 접합 불량이 약 30%, 관
내퇴적 12%, 관의 파손 및 균열이 약 10%, 기타 10%로

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베딩재의 다짐 불량에 의한 문제
점을 일부 해결하고 환경적 재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

나타났다. 이중 이음부 불량, 접합 불량 및 기타 등 약 70%

생재료를 활용한 베딩재의 재료특성 및 거동특성에 대한 많

정도가 관 주변에 시공되는 뒤채움재의 품질관리 및 다짐도

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Lee and Song, 2006; Moon
and Kim, 2006; Yoo et al., 2007; Lee and Kim, 2011).

와 상관관계가 있는 파손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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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 γH

(1)

여기서, Wd = 매설토에 의한 수직토압(kN/m2)으로 보통사 습
윤 중간 상태 흙 적용, γ = 매설토의 단위중량(kN/m3), H = 흙
의 두께(m)를 나타낸다.
2.2 수평토압으로 인한 수직하중
Sewer Facility Standards(KWWA, 2010)에서 제시하는 마
Fig. 1. Sewage-Pipe Plastic Foundation

스톤(Marston)공식을 적용하여 수평토압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단마찰력이 하수관거에 수직토압 즉 수직하중으로 작용하

베딩재의 재료 및 거동특성 분석연구와 함께 베딩재 다짐 불

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토압은 굴착토량

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성제품 형식의 현장
조립식 매설관의 기초를 개발하여 베딩재 및 관 주변 뒤채움

바로 위의 흙기둥 중량 전체가 관에 전달되지 않고, 굴착면
에 인접하는 흙기둥 사이의 전단마찰력을 상쇄시키는 하중이

재 다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Oh et

관에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전단마찰력은

al. (2005)은 폐콘크리트 재생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하

이들 토압으로 인한 상대적 침하로 결정된다. 마스톤 공식은

수관 기초재료에 대한 활용성을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적 적

다음 식 (2)와 같이 수평토압에 랭킨(Rankine)공식을 적용하

용성으로 평가하였다. Oh et al. (2005)의 연구는 재생골재에

고 있다.

이물질 함유량 1%, 흡수율 10%미만의 일정수준 품질관리가
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천연골재가 아닌 재생골재를 사용하여

W = C1γB2

(2)

대체 비용이익이 크다고 기술하고 있다. Lee and Lee (2012)

여기서 W = 관이 받는 하중(kN/m2), γ = 매설토의 단위중량

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을

(kN/m3), B=관의 상부 90o부분에서 관 매설을 위하여 굴토
한 도랑의 폭(m), C1=흙의 종류, 흙 두께, 굴착폭 등에 따라

이용하여 플라스틱 경량기초 형식을 개발하고 하중재하실험
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플라스틱 경량기초의 적용은
규격화된 플라스틱 기초의 공장 일괄제작 및 경량성으로 현

결정되는 상수이다.

장 적용성 및 시공성이 매우 뛰어나다. Kang et al. (2012)
은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하수관거 플라
스틱 기초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하수관거 하부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현장조립식 경량기초의 안전성 검토를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실시하고, 경제적인 설계단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한요소해석에 앞서서 하수관거 플라스틱 기초에 작용하는
상재하중을 산정하고,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ABAQUS
를 사용하여 모델링 및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결과
로는 모델별 발생응력 및 변형을 검토하였으며, 해석모델별

Fig. 2. Excavation for Sewage-pipes

결과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인 설계단면을 제안하였다.

2. 플라스틱 받침 기초 상재하중 산정
하수관거용 기초 설치 시 작용 가능한 최대 상재하중은 도
로 포장면과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윤하중이 작용하는 구간
이다. 따라서 차량하중, 도로 포장면, 매설구간 흙, 강성관과
관수로 구성된 상재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수관거기초의

2.3 콘크리트 포장면에 의한 연직하중
상부에 임의 형태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 깊
이의 하부에 연직응력의 증가로 인한 수직 하중을 뉴마크
(Newmark)의 영향도표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WSWC,
1993).
∆P = q0(4I)

(3)

안정성 평가 및 경제적인 설계 단면 검토를 위한 하수관거

여기서, q0 = γcHc, γc = 포장면의 단위 중량, Hc = 포장면의

기초 재하하중 산정은 다음과 같다.

두께, I = 뉴마크 영향도표의 영향 계수이다.

2.1 매설토에 의한 수직토압
매설토의 수직토압에 의해 작용하는 수직등분포 하중을 구하

2.4 차량하중
Sewer Facility Standards(KWWA, 2010)에서는 하수관거

기 위해 Sewer facility standards(Korea Water and Wastewater

의 상부 도로에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대한

Works Association; KWWA, 2010)에서 제시하는 수직토압

하중을 압력으로 환산하여 토압하중으로 추가하도록 제시하

공식을 사용하였다.

고 있다. 차량하중(1등급 교량; DB-24하중)의 3축 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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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후륜 하중을 적용한다.
2p(1 + i)
Wr = ---------------------------------C( a + 2Htanθ)

Table 1. Loading Condition of Dia.-300 mm Pipe Foundation
Load Type

(4)

여기서 Wr = 활하중(kN/m2), p = 차량 후륜하중(DB-24=9600N),
a = 차륜접지길이(0.2 m), C = 차륜 점유 폭(0.275 m), θ = 분
포각(45°), i = 충격계수(H ≤ 1.5; i = 0.5, 1.5 ≤Η <6.5: i = 0.650.1H, 6.5 ≤ H: i = 0), H=흙두께(m)를 나타낸다.

매설토에 의한
수직하중

Applied Load
Wd = (1.8)(1.0) = 1.8 tf/m2
= 17.66 kN/m2

2
2
수평토압으로 인한 Wd = (1.5)(1.8)(0.5) = 0.675 tf/m
= 6.62 kN/m2
수직응력

콘크리트 포장면에
∆P = (0.96)(4)(0.0415) = 0.159 tf/m2
의한 연직응력
= 1.56 kN/m2
증가량
차량하중
(DB-24)에 의한
수직응력
만수위를 가정한
관의 자중과
물하중

2 ( 9600 ) ( 1 + 0.5)
W r = -----------------------------------------------------------------o
0.275 [0.2 + ( 2 ) ( 1.0 )tan45 ]
= 47.6kN ⁄ m

2

2

2

–6 ( π ) ( 330) – ( π ) ( 300 )
P = ( 24.23) ( 10 ) ---------------------------------------------------- ( 904.6)
4
2

–6 ( π ) ( 300 )
+ ( 9.81) ( 10 ) ----------------------- (904.6 ) = 1.31kN
4

Fig. 3. Vertical Load Caused by Vehicle

2.5 관거 자중과 물 하중
원심력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높인 원심 철근콘크리

리트 관과 물 하중을 모두 고려한 관경 300 mm 관거의 기
초에 작용하는 하중은 Table 1에 계산된 바와 같다. 플라스

트관은 하수관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수관거는

틱 기초의 횡방향 및 종방향 길이는 각각 50 cm와 90.5 cm

관의 조립형식 즉 접합형상에 따라 A형, B형, C형, NC형으

이다. 상재 총 하중(WT)은 31.59 kN, 응력단위로 상재 총 응

로 분류된다. Fig. 4는 하수관거 A형과 B형을 나타내고 있

력(WT/A상부관)은 0.0766 MPa이다.

으며, 본 연구 대상 관거는 보통관 A형과 B형을 대상으로
하여 자중 및 물로 인한 하중을 산출 하였다(KWWA,
2010).

2.7 관경 600 mm 관거 기초의 하중산정
관경 600 mm 관거 플라스틱 기초의 횡방향 길이는
74 cm, 종방향 길이는 110 cm이다. Fig. 6는 상재하중 구성을

Fig. 4 Sewage-pipe Types

2.6 관경 300 mm 관거 기초의 하중산정
Fig. 5와 같이 매설토에 의한 수직하중, 수평토압으로 인한
수직하중, 콘크리트 포장면에 의한 연직하중, 차량하중, 콘크
Fig. 6. Vertical Loads of Dia.-600mm Foundation (unit:m)
Table 2. Loading Condition of Dia.-600 mm Pipe Foundation

Fig. 5. Vertical Loads of Dia.-300 mm Foundation (unit:m)

Load Type

Applied Load

매설토에 의한 수직하중

Wd = 17.66 kN/m2

수평토압으로 인한 수직응력

W = 14.5 kN/m2

콘크리트 포장면에 의한
연직응력 증가량

∆P = 2.7 kN/m2

차량 하중 (DB-24)에 의한
수직응력

Wr = 47.6 kN/m2

만수위를 가정한 관의
자중고 물 하중

P = 4.59 kN

조립식 하수관거 플라스틱 받침 기초의 경제적인 단면 설계를 위한 해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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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으며,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재 총 하중
(WT)은 71.74 kN, 응력단위로 상재 총 응력은 0.0848 MPa이다.

3.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조립식 하수관거 기초의 3차원 구조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 ABAQUS와 Auto CAD을 사
용하였다. 초기 설계 단면의 복잡한 3차원 구조를 고려하여

Table 4. Boundary Conditions of Typical Model
Type

X-Axis
(Lateral)

Y-Axis
(Vertical)

Z-Axis
(Longitudinal)

Longitudinal surface
(A)

Free

Free

Restrain

Lateral surface
(B)

Free/Restrain

Free

Free

Base surface
(C)

Restrain

Restrain

Restrain

CAD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기능으로 3차원 상세
모델을 구성하고, ABAQUS의 S4R shell element를 적용시
켜 탄성해석모델의 메쉬(Mesh)를 완성하였다.

Fig. 9. Loading Condition of Typical Model
Table 5. Applied Load of Analytical Models
Fig. 7. ABAQUS 3D Shell Element Modeling

3.1 해석모델의 재료 특성
하수관거 플라스틱 기초로 사용되는 PE2406 재료는 고밀
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재료 특성값은 미국 Plastic pipe

Model

Distributed Load
Global-Y(Vertical Direction)

Diameter of 300 mm

0.0766 MPa

Diameter of 600 mm

0.0848 MPa

institute가 승인한 Design and engineering guide for
polyethylene piping (2012) 설계지침서가 제안하고 있는

하지 않은 경우(경계조건 I, BC1)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하

Table 3의 값을 적용한다.

부면의 모든 절점에 대해서는 기초 하단의 충분한 다짐을 고
려하여 고정단 경계조건으로 모든 방향의 변위를 구속하였다.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PE2406

Fig. 8은 플라스틱 기초하면의 경계조건을 보이고 있다. Fig.

Elastic
Modulus
(MPa)

Yield Stress
(MPa)

Poisson
Ratio

Density
(kg/mm3)

Acceleration
of Gravity
(m/s2)

690

19.3

0.42

0.94x10-6

9.81

9은 하중재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중 재하는 Y(수직)
방향으로 작용시켜 상판부과 관이 접하는 부분에 등분포 하
중으로 작용시켰다.
3.3 조립식 하수관거 기초의 모델 선정

3.2 해석모델의 경계조건 및 하중재하
해석 모델에 사용될 경계조건은 모델의 길이방향(세로방향)

경제적인 조립식 하수관거용 기초 형식결정을 위한 관경
300 mm와 600 mm의 하수관거 기초 모델은 격벽의 간격에

면(A지점)은 길이방향으로 구속하였고, 횡방향(가로방향) 면

따라 Table 6과 Table 7과 같이 모델을 구성하였다. 관경

(B지점)은 경계조건을 구속한 경우(경계조건 II, BC2)와 구속
Table 6. Analytical Models of Dia.-300 mm Foundation

Fig. 8. Boundary Conditions of Typ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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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artition
Lateral

Longitudinal

Number of
S4R element

3M25

2개

5개

5,908

3M53

5개

3개

5,970

3M54

5개

4개

6,450

3M55

5개

5개

6,639

3M92

9개

2개

6,746

3M93

9개

3개

6,903

3M94

9개

4개

7,386

3M95

9개

5개

7,546

Model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5호 2013년 10월

Table 7. Analytical Models of Dia.-600 mm Foundation
Number of Partition
Lateral

Longitudinal

Number of
S4R element

6M65

6개

5개

4,428

6M67

6개

7개

4,728

Model

6M95

9개

5개

4,914

6M97

9개

7개

5,214

Table 8. Comparisons of Analytical Results and Calculations for
Self-weight (Dia.-300 mm)
Calculation
(N)

FEM
(N)

3M25

29.2

29.45

0.86

3M53

28.74

28.99

0.87

3M54

30.19

30.49

0.99

30.63

30.89

0.85

Model

Comparison
(%)

6M115

11개

5개

5,238

3M55

6M117

11개

7개

5,538

3M92

30.21

30.51

0.99

3M93

30.65

30.91

0.85

3M94

32.1

32.41

0.97

3M95

32.55

32.8

0.77

Table 9. Comparisons of Analytical Results and Calculations for
Self-weight (Dia.-600mm)

Fig. 10. 3D View of Dia.-300 mm Foundation

Model

Calculation
(N)

FEM
(N)

Comparison
(%)

6M65

78.67

78.68

0.007

6M67

81.68

81.69

0.007

6M95

84.50

84.51

0.013

6M97

87.51

87.52

0.012

6M115

88.38

88.39

0.016

6M117

91.39

91.40

0.015

Table 10. Analytical Results (Dia.-300 mm)
Model

Fig. 11. 3D view of Dia.-600 mm Foundation

300 mm 하수관거 기초 해석모델은 총 8개(3M25~M95), 관
경 600 mm 하수관거 기초 해석모델은 총 6개(6M65~M117)
를 선정하였다. 모델 3M25는 관경 300 mm 관거 기초에 횡

Maximum stress (MPa)
BC1

BC2

Comparison
(%)

3M25

13.11

13.01

0.008

3M53

12.68

12.43

0.020

3M54

9.94

9.92

0.002

3M55

8.51

8.39

0.014

3M92

5.88

5.8

0.014

3M93

6.11

6.07

0.006

3M94

5.43

5.31

0.022

3M95

5.26

5.22

0.008

Table 11. Analytical Results (Dia.-600 mm)
Maximum stress (MPa)
BC1

BC2

Comparison
(%)

6M65

16.1

15.7

0.025

6M67

16.9

17

-0.006

6M95

14.7

14.6

0.007

해석 모델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석모델의 자중을

6M97

14.1

14.3

-0.014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ABAQUS 자중재하 하중조건 해석결과

6M115

7.99

8.11

-0.015

6M117

8.03

8.23

-0.025

방향으로 2개의 격벽, 길이방향으로 5개의 격벽이 설치된 경
우이다.
3.4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의 적절성 평가

를 비교하였다. 또한 경계조건I과 경계조건II에 따른 해석결
과를 비교함으로서 플라스틱 기초의 안전성 검토에 사용될
경계조건을 결정하였다.

Model

수 있었다.

Table 8과 Table 9는 자중산정결과와 자중재하 해석결과를

Table 10와 Table 11은 경계조건별 같은 위치에서의 최대

비교하고 있다. 관경 300 mm 하수관거 플라스틱 기초모델의
경우 1% 내의 차이를 보였고, 관경 600 mm 하수관거 플라

응력을 비교한 것으로 매우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스틱 기초모델의 경우 0.02% 차이를 보여 자중해석에 의한

응력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사한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

결과로 부터 해석 모델링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다. 따라서 횡방향 측면의 경계조건에 따라 해석결과가 크게

수 있다. 해석을 통해 얻어진 변위를 비교해보면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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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조금 큰 값을 보이는 경
계조건 I의 값을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였다.

4. 유한요소해석 결과
관경 300 mm와 600 mm의 하수관거 기초에 대한 유한요
소해석을 실시하여, 해석 모델별 응력분포도, 변위분포도, 최
대변위, 최대응력을 확인하고 최대응력과 항복응력 비교를 통
해 해석 단면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4.1 관경 300 mm 하수관거 기초
Fig. 12과 Fig. 13은 모델 3M95의 응력과 변위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의 응력분포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

Table 12. Comparisons of Analytical Results (Dia.-300 mm)

Model

Comparison w/ Comparison w/
Max.
Max.
3M95
yield stess
stress displacement
(19.3MPa)
Displace(MPa)
(mm)
Stess
(%)
ment

3M25

13.11

7.32

2.49

6.05

68

3M53

12.68

6.00

2.41

4.96

66

3M54

9.94

3.09

1.89

2.55

52

3M55

8.51

3.11

1.62

2.57

44

3M92

5.88

1.72

1.12

1.42

30

3M93

6.11

1.74

1.16

1.44

32

3M94

5.43

1.21

1.03

1

28

3M95

5.26

1.21

1

1

27

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횡방향 상판부(Fig. 14)에서 최대응
력 5.26 MPa이 발생하였으며, 최대변위는 Fig. 13에 나타낸

장항복응력의 68%이고, 변위는 7.32 mm로 크게 발생되었다.

바와 같이 격벽 사이에서 수직방향으로 최대 1.21 mm 발생
하였다.

3M93모델은 횡방향 격벽은 9개, 길이방향으로 3개만의 격벽

Table 12는 해석모델별 최대응력, 최대변위, 최대응력비교

격벽을 설치한 3M95의 최대응력과 비교하여 1.16배 크게 발

및 재료의 인장항복강도(19.3MPa)와 최대응력과 비교하고 있

을 설치한 경우로 발생된 최대응력 값은 길이방향으로 5개의
생되었고, 변위도 1.44배 크게 발생하였다.

다. 격벽을 최소한으로 사용한 모델 3M25의 경우 가장 큰

Fig. 15는 해석을 통해 얻어진 최대응력과 Plastics pipe

최대응력과 수직변위가 발생하였다. 최대응력(13.1 MPa)은 인

institute가 승인한 Design and engineering guide for
polyethylene piping (2012)설계지침서의 인장항복응력(Yield
stress), HDB(Hydrostatic Design Basis)와 New PE pipe
material designation codes (2007)의 설계계수(Design factor)
0.63을 고려한 HDS(Hydrostatic design stress; 0.63×HDB)
와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HDB와 HDS는 PE2406
재료가 관거(Water pipe)로 사용될 때,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측 설계를 위한 응력 값이다. 본 연구의 하수관거 플라
스틱 기초로 사용되는 PE2406의 설계응력값은 하부기초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응력으로 정의

Fig. 12. Stress Distribution of Model 3M95

할 필요가 있다.
Lee and Lee (2012)는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하중재
하실험을 통해 콘크리트 흄관이 플라스틱 하부기초보다 먼저
파괴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플라스틱 재료특성 조사에서 항
복응력도달까지 직선 탄성거동특성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
다. New PE pipe material designation codes (2007)의 설
계계수(Design factor) 0.63을 PE2406 재료의 항복응력에 적

Fig. 13.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Model 3M95

Fig. 14. Location of Maximum Stress and Displacement(Dia.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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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s of Analytical Results with Design
Stresses of Pe2406(Dia.-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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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면, 플라스틱 하수관거 기초의 설계응력을 12.2 MPa로
정의할 수 있다. Table 12의 모델별 최대응력과 설계응력을
비교하면 3M54~3M95모델은 안전측으로 적용가능하며,

Table 13. Comparisons of Analytical Results (Dia.-600mm)

Model

3M53모델도 일부 단면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적용 가능할 것
이다.
4.2 관경 600 mm 하수관거 기초
Fig. 16, 17, 18은 모델 6M95의 격벽배치, 응력 및 변위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7의 응력분포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길이방향 상판부에서 최대
응력 14.6 MPa이 발생하였으며, 최대변위는 Fig. 18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격벽 사이에서 최대 10.33 mm 발생하였다.

Comparison
Comparison
Max.
Max.
w/ 6M95
w/ yield stess
stress displacement
Displace- (19.3MPa)
(MPa)
(mm)
Stress
(%)
ment

6M65

15.7

10.43

1.10

1.01

83

6M67

17.0

10.77

1.15

1.04

88

6M95

14.6

10.33

1

1

76

6M97

14.3

10.88

0.96

1.05

73

6M115

8.11

2.96

0.54

0.29

41

6M117

8.23

2.97

0.55

0.29

42

Table 13은 해석모델별 최대응력, 최대변위, 최대응력비교
및 재료의 인장항복강도(19.3MPa)와 최대응력과 비교하고 있
다. Fig. 19는 Fig. 15와 같이 항복응력, 최대응력, HDB,
HDS를 나타내고 있다. PE2406 재료 항복응력에 설계계수
0.63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하부기초 설계응력을 12.2 MPa로
정의한다면, 6M115와 6M117이 안전측으로 사용가능하며
6M95와 6M97도 일부 격벽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이 가
능하다.

Fig. 19. Comparisons of Analytical Results with Design
Stresses of Pe2406(Dia.-600 mm)

5. 결

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관경 300 mm, 600 mm 하수관거 플
라스틱 기초의 해석모델별 최대응력, 응력분포도, 최대변위,
Fig. 16. Model 6M95

변위분포도, 설계응력과의 비교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였으
며,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델 3M53에 길이방향 격벽이 하나 추가된 모델
3M54은 최대응력이 22% 감소하였고, 변위는 50% 감
소하였다. 3M53에 횡방향 격벽 4개를 추가한 3M93의
경우 최대응력이 52%, 변위는 70%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길이방향 격벽의 길이가 횡방향 격벽의 길
이보다 크기에 길이방향 격벽보강의 영향이 보다 큰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관경 600 mm 하수관거 기초 길이 1100 cm에 횡방향으

Fig. 17. Stress Distribution of Model 6M95

로 격벽 6개 사용된 6M65 또는 6M67과 격벽 9개가
사용된 6M95 또는 6M97의 최대응력과 최대변위를 비
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횡방향
격벽이 11개 사용된 6M115 모델의 경우 6M95 모델보
다 최대응력45%,최대변위 70% 감소하여, 최소 11개의
격벽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New PE pipe material designation codes (2007)의
설계계수(DF) 0.63을 PE2406 항복응력에 적용하여 압
축에 대한 설계강도를 12.16 MPa로 정의한다면, 관경
300 mm 하수관거 기초 모델의 경우 3M54 즉 횡방향

Fig. 18.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Model 6M95

격벽 5개, 길이방향 격벽 4개 이상 설치 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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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하며, 관경 600 mm 하수관거 기초 모델의 경
우 6M115 즉 횡방향 격벽 11개, 길이방향 격벽 5개
이상 설치 시 안전하게 적용가능하다.
4) 본 논문에서 검토된 해석모델들은 항복응력(19.3 MPa)에
비해 낮은 최대응력을 나타내었고, 10 mm 내외의 최대
변위는 플라스틱의 복원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작
은 변위이다. 구조용 부재가 아닌 하수관거 하부 받침용
기초로서 검토된 플라스틱 기초 모델들은 공용 중 충분
한 받침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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