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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동 안 성이 우수한 SUPER concrete 100MPa 활용 부잔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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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고강 콘크리트를 활용한 부잔교는 강재부잔교에 비해 부식의 염려가 없어 내구성과 동 안 성이 우수하고, 일반 콘크리트에 비

해 경량구조물로 건 확보가 유리하다. 재 국내 연구개발 결과 SUPER concrete는 100MPa까지는 강섬유의 배합없이 일반골재만으로 배합이 

가능하여 고부식성 환경의 항만구조물의 내구성에 합한 강도이다. 부잔교는 상부슬래 에 작용하는 차량(DB-18) 는 군집하 (5kN/m2)과, 

외부 벽체  하부슬래 에 작용하는 력의 수평과 양력성분을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 랑은 인천 연평도지역을 상으로 50년 빈도 유

의 와 주기에 해당하는 력을 산정하여 X,Y축 치에 따라 수평  양력성분을 재하하 다. 체계 해석시 부잔교는 연직방향 경계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력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하비선형  시간이력해석기법을 응용하 다(Strand 7). 부잔교 슬래 에 해서는 실물모형실험을 

통해 DB-18하  재하에 따른 안 성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SUPER concrete, 부잔교, 부력안정성, 정   동 안정성

Abstract  :  SUPER concrete poontoon is developed to overcome shortcomings about corrosion problem of steel pontoon and the insufficient 

freeboard line of concrete pontoon. Top slab of Pontoon resists truck load or sidewalk live load. The soffit slab and outer wall of Pontoon 

resist the horizontal and vertical components of wave pressure, and those were loaded along X and Y-axis of Pontoon. Global analysis for 

the Pontoon is carried out to design its cross-sections economically using a geometric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method by Strand7 

and buoyance-stability calculated automatically on non-vertical boundary conditions. And the load-capacity of Pontoon is confirmed through 

mock-up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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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콘크리트의 재료기술은 비약 으로 발 하여 재는 

50MPa까지는 국내에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

도로 인식되고 있다. 고강 콘크리트에 한 연구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서 배합  실험결과 100MPa까지는 강섬유를 추

가하지 않고 국내 골재로 배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만구조물  부잔교는 조수 간만차가 큰 항만에서 선박과 안벽을 

연결하는 구조물로서, 극심한 고부식성 환경조건에서 설치되므로 강

재를 신할 수 있어 콘크리트 재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콘크리트

는 강도가 증가할수록 염화이온 침투를 방지하는 고 도재료가 되기 

때문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진다. 그러므로 SUPER concrete를 용하

면서 건 확보가 가장 유리하고 경제 인 강도  두께를 선정하고자 

하 다. 부잔교의 특성상 건 확보는 량과 부력의 평형 계에서 산

출이 되는데 량이 작을수록 건 확보가 유리하다. 따라서 SUPER 

concrete 부잔교 설계 에 정 안정성을 만족하는 두께  산정  이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하 다. 

2. 최 강도 산정

표1에서 보듯이 SUPER concrete 100MPa는 상하부 슬래  두께 

80mm∼100mm를 용 시 활하  만재시 건  0.86m를 유지하고, 경하

시 흘수선은 0.68m로서 변동폭이 0.14m로 작아 활하 에 해 안정 인 

건 을 확보한다. 한, 100MPa는 배합 시 강섬유를 혼합하지 않는 일반 골재

사용 가능 범 인 최  강도로서 시공성이 우수하여 최 강도로 선정되었다.

Table 1 최 강도 산정

구 분
단위
MPa

강재 일반 RC SUPER concrete (UHPC)

SM490 fck=35 fck=80 fck=100 fck=180

크기 (BxLxH) m 15x30x1.5 15x30x2.5 15x30x2.0 15x30x2.0 15x30x1.7

골재치수 mm - 19 10 10 5,강섬유

단위중량 kN/m
3

78.5 24.53 25.0 25.0 25.5

상부슬래브 두께 mm 12 175 135 100 80 

하부슬래브 두께 mm  10 100 100  80 70

자중 kN 645 4759 3812 3042 2548 

만재시 , 건현 /흘수선 m
0.88 
/0.62

0.99 /1.51 0.69 /1.31 0.86 /1.14 0.67 /1.03 

경하시 , 건현 /흘수선 m
1.33 
/0.17

1.45 /1.05 1.15 /0.85 1.32 /0.68 1.12 /0.58 

공사비 비율 % 100 84 (▼16) 82 (▼18) 81 (▼19) 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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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실크기 :2.75mx5.0m

부재 부재두께(mm) 작용 하중

상부슬래브 100  도교 반력, DB-18 또는 군집하중 

외부벽체 70  파력 수평성분, 접안력

내부벽체 50  하중 전달기능

하부슬래브 80  파력 양력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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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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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압 P= Pdyn.+Psta.

수심 :  h

Y 방향에 파력 작용시 도교반력 작용

P(kN/m2)

파압 양력 Pu= Pdyn.+Psta.

Pdyn

P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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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  h

X 방향에 파력 작용시 도교반력

P(kN/m2)

파압 양력 P= Pdyn.+Psta.

파압 수평 P= Pdyn.+Psta.

3. 해석  설계결과

부잔교의 개요도는 그림-1과 같으며 크기는 BxLxH=15mx30mx2.0m, 

1개의 격실은 BxL=5.0mx2.5m로 가정하 으며, 계류시설은 강  

Φ 1,016mm로 하여 수평 요동이 작도록 가정 하 다. 설치지역의 

랑은 인천 연평도의 설계 랑으로 가정하 으며, 설계 50년 빈도 

 유의 고 H1/3=0.6m, 주기 T1/3=3.6sec인 인천 연평도를 상으로 

하 다.

  Fig.2 부잔교 개요도  하

 

체계 해석시 부잔교는 연직방향 경계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평형힘인 부력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하비선형  시간이력해

석이 가능한 Strand7을 사용하 다. 체계에서 부잔교는 그림

-3과 그림-4에서 보듯이 막응력 거동을 하므로 발생 응력이 

작아 철근보강의 최소화가 가능하지만, 『항만  어항 설계기

』(2005) 9장 부잔교편에서 부재별 검토시에는 양단고정경

계조건상태에서 상부슬래 는 DB-18 하 , 벽체는 0.5m침하

에 한 기 을 만족하기 해 철근 직경 10mm를 62.5mm 

는 125mm간격으로 보강하 다.

․ t=40sec 활하중 편재하  0.68m 침강 ․ t=120sec 활하중 만재시 0.52m 침강

 Fig.3 체계 해석결과 변 도 

․최대응력 t=120sec,  활하중 만재시시 ft = 4.35 MPa  < fcr(균열응력) = 5.17 MPa O.K

Fig.4 체계 해석결과 응력도-상부슬래  일부 개  

4. 실험

Super concrete 100MPa를 활용한 부잔교의 슬래 에 해 실

물 실험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5년에 시행하 고, 번

에는 부잔교 한 개의 격실 크기 5.0m x 2.75mx2.0m에 해 실

험체 제작 에 있다. 100MPa 슬래  하 능력 실험시 부유식 

구조물에 한 경계조건을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실험결

과 DB-18 량 324kN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5. 100MPa 부잔교 슬래  제작  실험

5. 검토결과 

 SUPER concrete 100MPa 활용 부잔교는 내부식성  내요동

성, 경제성을 확보하여 강재  일반강도 콘크리트의 부잔교의 

안  재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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