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해상 버켓작업대의 모멘트 지지력 산정 101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5권 12호 2019년 12월 pp. 101 ～ 109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ol.35, No.12, December 2019 pp. 101 ～ 109

ISSN 1229-2427 (Print)

ISSN 2288-646X (Online) 

https://doi.org/10.7843/kgs.2019.35.12.101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해상 버켓작업대의 모멘트 지지력 산정

Evaluation of the Moment Bearing Capacity 

of Offshore Bucket Platforms in Sand

Ssenyondo Vicent
1

구 교 영
2

Gu, Kyo-Young

김 성 렬
3

Kim, Sung-Ryul

  

Abstract

The bucket platform is a new structure suitable for construction of offshore bridge foundations and providing the 

temporary support for equipments and labour. The platform can be subjected to moment loading due to the eccentric 

loading or the horizontal load by wave and wind. Therefore, a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moment bearing capacity of the bucket platform, varying soil density, the diameter and embedment depth 

of the bucket. The numerical modeling was verified and compared with the moment-rotation curve from a field loading 

test. The uniform sandy ground was assumed and the moment load was applied at the top plate of the platform, increasing 

bucket rotation. The moment-rotation relation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moment capacity, which was influenced 

by the embedment depth and diameter of the bucket. Finally, a preliminary design equation was suggested to estimate 

the moment bearing capacity.

 

요   지

버켓작업대는 새롭게 개발되는 해상 구조물로서 교량기초 등의 시공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의 임시 작업공간을 제공

하는데 이용된다. 버켓작업대는 작업하중의 편심, 파도 및 바람의 수평하중 등에 의해 모멘트 하중이 작용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버켓작업대의 모멘트 지지력을 산정하였다. 우선, 버켓에 

대한 현장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수치모델링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흙의 밀도, 버켓의 직경과 지중 근입깊이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변수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반조건은 균질한 사질토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모멘트 하중은 지지

대 상판의 중앙지점 회전각을 증가시켜면서 재하하였다. 모멘트-회전 해석결과로부터 모멘트 지지력을 산정한 결과 

지지력이 버켓의 직경과 근입깊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해석결과를 종합하여 버켓작업대의 

예비설계를 위한 모멘트 지지력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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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ucket penetration       (b) Removal of top cap      (c) Connection of ring

                        (d) Foundation construction     (e) Works completion         (f) Disassembling

Fig. 1. Construction sequence of the bucket platform

1. 서 론

해상 버켓작업대는 최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구조

물 형식으로 해상 버켓기초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치한 

후 건설 작업대로 사용하는 구조물이다. Fig. 1은 해상 

버켓작업대의 개념도 및 설치절차를 보여준다. 원형 강

관 벽체를 석션압을 이용하여 지중에 근입하고 수면 위

로 돌출된 강관 위에 작업대를 결합하여 제작한다. 

해상 버켓작업대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일버켓을 해저 지반에 거치하고 버켓 내부의 물을 펌

프를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할 때 발생하는 석션압을 이

용하여 지중에 근입한다(Fig. 1a; Houlsby and Byrne, 

2004 and Villalobos, 2007). 그리고, 버켓 관입깊이가 목

표값에 도달하면 버켓 상판을 제거하고(Fig. 1b), 벽체

를 수면 위로 노출시키기 위하여 벽체 링을 하부 버켓

에 연결한다(Fig. 1c). 벽체 설치가 끝나면 작업을 위한 

상판을 부착하고 해상작업을 수행한다(Fig. 1d). 마지

막으로 해상시공이 끝나면 버켓내부에 물을 채우고 펌

프로 버켓내부 수압을 증가시키면서 버켓을 인발하고

(Fig. 1e) 해체한다(Fig. 1f). 이와 같이 해상 버켓작업대

는 석션버켓과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므로 빠른 설치와 

제거가 가능하고, 해상 교량기초의 시공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상 석션버켓 기초를 대상으로 건조 지반

에 근입된 버켓(Byrne and Houlsby, 1999; Byrne, 2000; 

Byrne et al., 2003; Villalobos, 2006; Villalobos et al., 

2009) 또는 포화 지반에 근입된 버켓(Villalobos, 2006; 

Larsen et al., 2013; Ibsen et al., 2014; Ibsen et al., 2015)

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

히, Achmus et al.(2013)은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사

질토 지반에 근입된 석션 버켓기초의 수평하중, 모멘트, 

그리고 수평-모멘트 복합하중에 대한 버켓 지지력을 산

정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 버켓 기초의 지중 근입

깊이가 버켓 구조물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버켓작업대는 상판 위에 놓이는 건설장비 및 자

재 등의 하중에 대하여 연직지지력과 모멘트 지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Vicent and Kim(2018)는 3차

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해상 버켓작업대의 연직지지

력을 연구하였는데, 해상 버켓작업대의 연직 지지력은 

개관 강관말뚝의 지지 메커니즘과 유사하며 내외부 벽

체와 지반 접촉면의 주면마찰력과 버켓 선단지지력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버켓작업대는 시공하중의 편심, 파도, 바람 등에 의해 

모멘트 하중이 발생하는데, 버켓의 벽체는 토사지반에 

근입되므로 벽체의 지중근입깊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회전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해상 버켓작업대의 

모멘트 지지력을 산정하였다. 버켓의 직경, 지중근입깊

이 그리고 사질토 지반의 밀도 등을 변화시키며 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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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properties of sandy soil (EAU, 2004)

Loose Medium-dense Dense 

Buoyant unit weight (tf/m
3
) 0.7 0.9 1.1

Oedometric stiffness parameter  200 400 600

Oedometric stiffness  0.70 0.60 0.55

Poisson’s ratio ′ 0.25 0.25 0.25

Internal friction angle  (°) 30 35 40

Dilation angle, ′ (°) 1 5 10

Cohesion (kPa) 0.1 0.1 0.1

Table 1. Analysis cases of finite element modeling

Bucket diameter 10m, 20m, 30m

Penetration depth (d) 0.3D, 0.5D, 0.8D, 1.0D

Soil density Loose, medium dense, dense

Bucket height (h) 5m, 10m, 15m, 20m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soil and bucket platform (L= 

bucket length, D=bucket diameter, h=height from surface, 

d=penetration depth)

구를 수행한 후 해상 버켓작업대의 모멘트 하중에 대한 

지지 거동을 분석하고 모멘트 지지력 산정식을 제안하

였다. 

2. 수치 모델링

2.1 해석모델 및 입력 물성값

본 수치해석은 범용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ABAQUS 

프로그램(Simulia, 2012)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2

는 유한요소해석 요소망을 보여준다. 원형단면을 모사

하기 위하여 3차원으로 모델링하였으며 해석시간의 단

축을 위하여 대칭조건을 적용하여 전체 단면 중 반단면

을 모델링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원형단면에 대한 지지

력을 산정할 때는 해석 결과의 2배를 적용하였다. 

해석영역의 크기는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해석영역의 

크기 증가가 하중-변위 곡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결정하였으며 해석경계면의 위치는 버켓 아래로 3.5D 

(D=버켓직경) 그리고 버켓 측면으로 2.5D로 적용하였다. 

해석영역의 바닥면은 x, y, z의 3방향 변위를 모두 구속

하였으며 측면 경계는 x, y의 측면 2방향 변위를 구속하

였다. 그리고, 응력이 급격히 변하는 버켓의 근입부 및 

선단부에 요소의 크기를 작게 적용하였다. 해석요소는 

first order eight node linear brick elements with reduced 

integration(C3D8R)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요소의 개수

는 약 50,000개 이상이다.  

버켓 재료는 강재이며 구성모델로 탄성모델을 적용

하였다. 그리고, 버켓이 설계력에 대하여 변형이 발생하

지 않도록 보강되는 조건을 가정하여 재료의 탄성계수

를 매우 크게 적용하였다. 버켓 측면 벽체의 두께는 일

반적인 석션버켓에 적용되는 3cm, 작업대 상판의 두께

는 변형방지를 위해 10cm로 적용하였다. 

Table 1은 본 변수연구에서 수행한 해석조건을 정리

하였다. 버켓의 직경(D)은 10m, 20m, 30m의 3가지, 지

중 근입깊이(d)는 직경의 0.3배, 0.5배, 0.8배, 1.0배, 그리

고 사질토 지반의 밀도는 느슨한 지반, 중간 조밀한 지반, 

조밀한 지반의 3가지 조건 등 총 36가지 조건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모멘트 하중 재하높이 h=20m로 적

용하였다. 

Table 2는 해석지반의 입력 물성값을 정리하였다. 균

질한 사질토 지반조건을 가정하여 느슨한 지반, 보통 조

밀한 지반, 조밀한 지반의 3가지 조건을 적용하였다. 표

의 입력 물성값은 EAU(2004) 및 여러 연구자들이 해상

구조물의 설계를 위하여 제시한 사질토 지반의 대푯값

이다. 흙의 구성모델은 Mohr-Coulomb 탄소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사질토 밀도에 따라 내부 마찰각(′ )은 느

슨, 보통 조밀, 조밀한 사질토에 대하여 각각 30°, 35°, 

40°를 적용하였다(El-Reedy, 2012). 흙의 팽창각()은 

 ′의 식을 적용하여(Achmus et al., 201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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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Table 3. Soil properties for validating the FE model (Achmus et 

al., 2013)

Buoyant unit weight (tf/m
3
) 1.1

Oedometric stiffness parameter  600

Oedometric stiffness  0.55

Poisson’s ratio ′ 0.25

Internal friction angle  (°) 38

Dilation angle, ′ (°) 8

Cohesion (kPa) 0.1

관련 유동법칙(non-associative flow rule)을 적용하였다. 

사질토 흙의 Young 탄성계수는 식 (1)을 적용하여 구

속압에 비례하여 증가시켰다. 식 (1)은 Janbu(1963)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입력변수 중 =200～600 범위이며 

흙의 밀도에 따른 탄성계수 증가를 고려하며, =0～1의 

범위를 가지며 구속압 증가에 따른 탄성계수 증가를 고

려하는 변수이다. EAU(2004)는 Table 2와 같이 사질토

의 밀도에 따라 와 의 대표적인 값을 제안하였으며, 

이 값들은 여러 연구자들이 유한요소 수치해석에서 사질

토 지반의 탄성계수의 변화를 고려하는데 적용한 바 있

다(Achmus et al., 2013; Tran et al., 2013; Ghaseminejad 

et al., 2018). 



×


× 




 



 (1)

여기서, 


= 대기압(100kPa)




= 평균 유효 구속압

 = Janbu 탄성계수 값 

 = 응력 지수 값

버켓과 지반 사이의 인터페이스의 마찰각은 ′(′

=사질토의 내부마찰각)로 적용하였다. 인터페이스 모델

은 ABAQU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Coulomb friction

과 hard contact 모델을 적용하였다. hard contact 모델은 

흙과 기초가 서로 접촉하고 있는 경우 전단력과 응력이 

경계면을 통해 전달되고 경계면 법선응력이 0이 되면 

지반과 구조물 사이에 분리가 발생하는 조건을 모사한

다. 그리고, Coulomb friction 모델은 지반과 구조물 사

이의 전단응력이 경계면의 전단강도보다 커지면 미끄

러짐이 발생하는 조건을 모사한다.

모델링 절차는 초기 지중응력 상태(geostatic condition) 

구현, 버켓 구조물의 설치, 그리고 모멘트 하중 재하 단

계의 3단계를 적용하였다. 초기 지중응력은 측면 토압

계수 

sin′의 관계를 적용하여 모사하였다. 모

멘트 하중은 버켓 상판의 중앙부를 기준점(RP)으로 지

정한 후 기준점의 회전각을 증가시키면서 재하 하였다. 

2.2 해석 모델의 검증

해상 버켓작업대는 새롭게 제안되는 구조물 형식으

로서 아직 현장 재하시험 등이 수행된 바 없다. 그러므

로, 본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적용성은 단일 석션버켓에 

대해 수행되었던 재하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

다. 해석영역의 크기 및 요소망 작성 등은 동일한 조건

을 적용하였다. 

단일 석션버켓에 대한 모멘트 재하 실험은 Houlsby 

et al.(2005)이 Frederikshavn 실험부지에서 수행하였으

며, 이 후 Achmus et al.(2013)이 수치 모델링을 수행하

여 현장 실험 결과와 비교한 바 있다. 버켓의 직경은 2m 

그리고 근입깊이는 2m 이며 조밀한 모래 지반에 설치

되었다. 버켓구조물의 지지력은 주로 근입깊이비(d/D)

에 큰 영향을 받는데, 현장 버켓의 근입깊이비=1.0으로

서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근입깊이비의 범위와 유사하

였다. 연직 하중은 37.3kN으로 일정하게 재하한 상태에

서 지반면으로부터 17.4m 높이에서 수평하중을 재하하

여 모멘트 하중을 증가시켰다. 기존 보고서에는 현장 지

반 조건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Achmus et al. 

(2013)의 해석조건 및 EAU(2004)의 지반 물성값을 참

고하여 Table 3과 같이 입력물성값을 결정하였다.

Fig. 3은 현장 재하실험에서 얻어진 모멘트-회전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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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ment-rotation curves according to penetration depth (D=20m, h=20m)

Fig. 4. Moment-rotation curves according to density of sand

곡선과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해

석모델이 현장 재하 실험결과를 매우 잘 모사하였으므

로 버켓 기초의 모멘트 지지력를 신뢰성있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모멘트 지지력의 산정

Fig. 4는 사질토 밀도에 따른 모멘트-회전 곡선 산정 

결과이다. 모멘트 하중에 비례하여 버켓의 회전각이 증

가하였다. 그리고, 모멘트 지지력은 흙의 밀도에 비례하

여 증가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조밀한 지반의 모멘트 지

지력은 느슨한 지반과 비교하여 3배, 보통 조밀한 지반

과 비교하여 2배 컸으며 다른 직경(D=10m, 30m)의 결

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흙의 밀도가 증가하면 

지반의 강성 및 강도 증가 그리고 벽체 전면의 수동토압

이 증가하면서 지지력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버켓 근입깊이(d)의 증가에 따른 모멘트-회

전각 결과이다. 근입깊이가 증가할수록 모멘트 지지력

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버켓 근입깊이가 증가하면 버

켓 벽체 내부의 흙의 부피 및 무게가 증가하고 벽체의 

지반 사이의 접촉면적이 증가하면서 수동토압 저항력

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6은 모멘트 하중이 최대일 때 버켓과 주변 지반의 

등변위선을 보여준다. 등변위선도를 이용하여 얻어진 벽

체의 회전중심점은 벽체 근입깊이가 얕은 경우(d/D=0.3) 

벽체에 인접한 지표면 부근에 위치하며 벽체 근입깊이

가 깊은 경우(d/D=1.0) 버켓 내부 흙의 중앙부에 위치하

였다. 즉, 버켓 관입깊이가 얕은 경우(d/D=0.3) 버켓의 

변위는 크게 발생하였지만 버켓 내부의 흙의 변위는 발

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멘트 방향 반대쪽의 벽체가 

인발되고 모멘트 방향의 벽체가 지중에 근입되면서 벽

체 인접한 지반의 변위가 작게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버켓 관입깊이가 깊은 경우(d/D=1.0) 버켓과 내부 흙이 

함께 회전이 발생하면서 버켓의 내부 흙에 대한 구속효

과가 발휘되었고, 버켓 오른쪽 지반의 변위가 크게 발생

하였다. 즉, 버켓의 근입깊이가 깊어질수록 버켓 내부 

흙의 자중과 오른쪽 지반의 수동토압이 크게 발휘되면

서 버켓의 지지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흙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른쪽 지반의 

변위발생 영역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영

역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모멘트 지지력 M0은 Fig. 7과 같이 tangent interaction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Graham et al., 1980; Mansur 

and Kaufman, 1956; Villalobos, 2006). 이 방법은 하중-

변위 곡선의 초기 부분의 접선과 후반부 곡선의 접선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모멘트를 모멘트 지지력 M0로 결정

한다.

Fig. 8은 동일한 근입깊이에서 버켓의 직경비(D/D0, 

D0=20m)와 흙의 밀도에 따른 모멘트 지지력 산정 결과

이다. 모멘트 지지력은 D/D0와 흙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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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0.3 d/D=1.0

Loose

Medium dense

Dense

Fig. 6. Displacement contours at maximum moment (h=20m, D=20m) 

Fig. 7. Determination of M0 by tangent intersection method

증가하였다. 모멘트 지지력은 흙과 벽체의 접촉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버켓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

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Fig. 9는 버켓 근입비(d/D), 버켓 직경(D), 흙의 밀도

에 따른 모멘트 지지력을 보여준다. D=10m에서 20m

로 증가할 때 모멘트 지지력은 평균 16배 증가하였으

며, D=20m에서 30m로 증가할 때 평균 5배 증가하였

다. 그리고, 조밀한 지반의 모멘트 지지력은 보통 조밀

한 지반의 평균 1.2배, 그리고 느슨한 지반의 평균 1.6

배였다.

Fig. 9의 결과를 이용하여 해상 버켓작업대의 모멘트 

지지력 공식을 개발하였다. 우선, Fig. 10의 y축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모멘트 지지력 M0를 흙의 단위중량, 버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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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ment bearing capacity with D/D0 and density of sand

  

Fig. 9. Moment bearing capacity with d/D, D, soil density

Fig. 10. Normalized M0 vs d/D with soil density

의 직경, 근입깊이로 나누어 무차원 값으로 정규화하였

다. 정규화 모멘트 값은 벽체의 근입깊이비 d/D에 거의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해상 버켓

작업대의 모멘트 지지력 예측식을 식 (2)와 같이 제시하

였다. 

′× 




× 
 



 (2)

여기서, M0 = 모멘트 지지력(kN･m)

′ = 흙의 유효단위중량

D = 버켓의 직경

위 식으로 모멘트 지지력을 산정한 결과 유한요소해

석의 모멘트 지지력과 비교하여 12.5～14.0% 오차를 보

여주었으므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식은 

본 변수에서 수행한 변수범위인 직경 10m～30m, 균질

한 사질토 지반 등 유사 조건을 가진 버켓작업대의 예비 

설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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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해상 버켓작업

대에 대하여 3차원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모멘

트 지지력을 산정하고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해상 버켓작업대의 직경, 지중 근입

깊이, 흙의 밀도 등을 변화시키며 3차원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고 버켓작업대의 모멘트 지지력을 분석

하였다. 해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반단면을 모델링

하였고, 구속압에 따른 지반강성 증가, 버켓-지반 사

이의 분리 및 미끄러짐 현상 등을 고려하였다. 본 

모델링의 적용성은 현장 석션버켓의 재하실험과 비

교하여 검증하였다. 

(2) 모멘트 하중에 대한 버켓과 주변 지반의 변위 발생 

경향을 보면, 버켓 관입깊이가 얕은 경우(d/D=0.3) 

모멘트 방향 반대쪽의 벽체가 인발되고 모멘트 방향

의 벽체가 지중에 근입되면서 벽체에 인접한 지반의 

변위가 작게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버켓 관입깊이

가 깊은 경우(d/D=1.0) 버켓과 내부 흙이 일체화 거

동을 보이면서 버켓 내부 흙의 자중, 인접지반의 수

동토압이 크게 발휘되면서 지지력이 증가되었다. 

(3) 유한요소해석에서 계산된 모멘트 지지력 값을 흙의 

밀도, 벽체의 직경 및 근입깊이로 나누어 정규화하였

다. 그 결과, 정규화 모멘트 지지력은 벽체의 근입깊

이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이 상관성을 이용하여 모멘트 지지력 산정공식을 제

안하였으며, 이 식은 버켓작업대의 근입깊이와 직경, 

사질토의 밀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식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변수범위와 유사 조건을 가진 버켓

작업대에 대하여 예비설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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