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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was carried out to prove the relation between static loads acting on the sluice(hydrostatic) and dynamic loads 
(additional loads) arising from opening or closing of sluice, through measuring the operation of shell-type roller gate by using the method 
of measuring of the completely opening water gate, as measured from one excitation state, it was confirmed to be capable of measuring 
the natural frequency reliable measurement results. Throughout the test, we prove that it's a reasonable way to estimate the default margin 
of safety when calculated by dividing the sum of the hydrostatic stress to the maximum stress and additional stress. The application of this 
paper's safety estimation method can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systematic and rational maintenance management of dams and 
submerged weirs in the future,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ring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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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는 하천에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하천 구조물 

중의 하나로 각종 용수의 취수, 선박운항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한다. 보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하천설

계기준(2009)1)에 제시되어 있으며 보의 경우 저수지와 

같은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설치 시간 및 설치비

용이 댐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 보
의 종류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

으나, 국내설계기준에서 보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시공

되어지는 고정보와 수위조절이 가능한 가동보로 구분

되어 있다2,3).
최근 4대강 수중보의 신설로 쉘타입 로울러 게이트, 

트러스형 로울러 게이트, 2단 쉘 게이트, 라이징섹터 

게이트 등 다양한 형식의 가동보 수문이 설치되어 운

영되고 있으나, 수문의 안전성평가기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수문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안전율평

가와 안정성평가로 구성되며, 안전율평가에 대한 기존

방법은 단순구조해석에 대한 기본안전율평가로 실제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

며, 공진 등 진동에 대한 안정성평가를 위해 수문 개․

폐시 진동에 대한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시뮬레

이션 연구 등이 최근에 와서야 시행되고 있지만4), 아직

도 연구 및 실험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동보 수문 중 쉘타입 로울러게이트

에 대한 계측을 통해 수문에 작용하는 정적하중(정수

압)과 개․폐시 발생하는 동적하중(부가하중)의 관계

를 증명하고, 이에 따른 수문의 회피개도를 산정하는 

등 수문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기법을 제시하

였다.

2. 기존의 수문 안전성평가 방법

기존의 수문의 안전율평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요부재에 대한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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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비)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구조물의 설계 당

시의 안전율을 의미하며, 현재 구조물의 상태를 반영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진 등 진동에 대한 안정

성평가는 토목분야와 기계분야에서 각각 접근하는 방

식이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우선 토목분야에서는 Westergaard의 동수압 해석에 

따라 사용된 기본원리와 수식이 현재까지 적용되어 사

용되었으며, Westergaard의 동수압해석으로부터 파생

된 부가 질량법에 의한 상세 진동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5). 대표적인 연구로는 2001년에 So6)는 콘크리트 

중력식 댐에 대한 내진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가질

량을 고려한 응답스펙트럼해석을 통하여 지진시의 댐 

구조체 검토를 수행하였고, 2009년에 Bae7)는 수문의 

정밀해석을 위하여 부가질량을 보정하여 적용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2009년에 Kim8)은 고유진동수의 현

장계측과 수치해석을 통해 수문의 부가질량을 산정하

고 그 결과를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하였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Lee9)는 원호형 수문의 동적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문의 개방높이에 대한 

하면 폭의 비와 수문의 진동특성 및 부가응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트러스형 리프트 게

이트의 진동특성을 모형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10).
반면 기계분야에서는 수문을 기계구조물로 판단하

고, ISO10816(1995)규정에 따라 구조체에 따른 허용진

동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즉, 기계구조에서는 정적설계 

시 충분한 안전율을 두고 설계된 구조물로 보고 사용 

상태에서 실측진동의 한계치를 두고 동적 거동을 검토

하고 있다. 기계구조는 일반적으로 왕복운동, 회전운동

을 하는 구조로서, 발전량 또는 작동기계의 입․출력

에 따라 진동가속도 또는 강도로서 나타내는 평가기준

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실측 진동치는 2Hz에
서 1,000Hz사이의 유효주파수 범위 내에서 분석된 

RMS(Root Mean Square)값으로 제시된 진동속도를 비

교하여 평가하고 있다. 즉, 운전 상태에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사용성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토목구조물에서 진동을 하중으로 고려하여 설계 시 직

접적으로 반영하는 방법과는 접근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수문의 안전성평가는 크게 안전율평가와 안정성평가

로 구분되는데, 먼저 안전율평가 시에는 실제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

이고, 공진 등 진동에 대한 안정성평가는 모형실험에 

의한 진동특성분석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공진에 대

한 실질적인 안정성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며, 가진(假振)을 할 경우도 수문의 중량이 매우 커 

Fig. 1. Instrumentation of radial gate.

Fig. 2. Modeling of radial gate for FEM analysis.

타격력에 의한 전체진동의 응답은 구할 수 없다.
따라서 Fig. 1과 같이 계측을 실시하고 Fig. 2와 같이 

모델링을 통한 수문의 실 거동을 분석하고, 부가응력

을 산정하여 안전성평가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수문개폐 시 진동을 측정, 분석하여 개도량에 따른 수

문의 진동을 평가하고, 회피 개도량을 산정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3. 쉘타입 로울러게이트의 정적안전성 평가

3.1 개요

본 연구의 대상 수문은 국내 4대강 수중보에 설치되

어 있는 000수문으로, 형식은 쉘타입 로울러 게이트이

며, 높이에 비해 길이가 길고, 양 끝단에서 와이어로프

에 의하여 인양시키는 방식이다11). 대상 수문의 현황은 

Gate Dimension : 45 m(W) × 3 m(H) × 6 ea, Winch : 
2Motor-2Drum(320 ton × 6 ea)이며, Fig. 3과 같다.

3.2 부가응력의 개념

수문이 완전히 닫혀있고 물이 정지상태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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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ell-type roller gate.

Fig. 4. Vertical lift gate open concept.

수문에 작용하는 압력은 정수압 법칙을 다르며,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유체의 흐름이 없을 때 수문에 

작용하는 수압의 연직분력성분은 수문 본체의 부력을 

포함하고 있다. 수문이 개방되면 정수압의 균형이 무

너지게 되고, 수문 수변 내압수두의 불균형한 분포가 

발생하게 된다. 수문 하단에서의 빠른 유체 흐름은 국

부적인 압력 감소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Fig. 4와 같이 

부분 개방된 버티컬 리프트 게이트의 점1과 점2에 베

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식(1)과 같다. 



P
 Z g

V
 

P
 Z g

V (1)

여기서, P : Fig. 4의 점1에서 압력(kN/㎡)
P : Fig. 4의 점2에서 압력(kN/㎡)
Z : Fig. 4의 점1의 높이(m)
Z : Fig. 4의 점2의 높이(m)
V : Fig. 4의 점1에서의 유속(m/s)
V : Fig. 4의 점2에서의 유속(m/s)

 : 물의 단위중량(kN/㎥)
g : 중력가속도(9.8 m/s²)

점2에서의 유체의 흐름은 정지되어 있다고 가정하

고(V2=0), 점1과 점2의 높이가 같으므로 (Z1=Z2) 식(2a), 
(2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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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1과 점2의 압력차는 수문 아래의 유체흐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게 되는데, 점2에서의 압력은 정수

압의 크기와 같고, 수문하단의 압력차는 하향력을 발

생시키게 되며, 이 힘을 Down pull force라고 한다. 이 

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즉 수문이 개방되었을 때 

증가되는 응력을 부가응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도 

초기에 발생하는 Down pull force에 의해 부가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정수압에 의한 응력에 더해져 정수압 

최대 시 응력보다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안

전율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안전성평가 방법

기존의 수문에 대해 각종 구조부재의 실제거동을 정

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Skin plate, 수직 보조빔, 다이아

프램 및 기타 부재를 Plate 요소로 Fig. 5와 같이 3차원 

모델링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다.

4.1 해석조건 및 방법

수문의 해석 시 경계조건은 지반과의 경계면에 해당

하는 수문바닥면 변위의 경우 연직방향 변위를 구속하

고, 수문 양측면에 있는 로울러는 유수흐름방향 변위

Fig. 5. Boundary condition of analysis. 



쉘타입 로울러게이트의 안전성평가 방법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4호, 2015년 95

Table 1. Water level of static hydraulic pressure

Section Level Elevation(m)

Upstream

Flood level 36.240

Overtopping level 28.730

Management level 28.000

Downstream
Management level 25.000

Floor level 25.000

와 보의 축방향 변위를 고정하였으며, 케이블 로우프 

연결부도 연직방향 변위를 고정하였다.
구조해석 시 수압, 파압, 지진력 등의 하중을 적용하

여 탄성해석을 수행하며, 정수압 산정은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해석 시 

수위별 수압을 각각 산정하여 Table 1과 같이 적용하

였다.
적용된 파압은 식 (3)과 같이 정리된다. 

hw = 0.00086 × U1.1× F0.45= 0.0624(m) (3)

여기서, hw : 파압의 작용 높이(m)
U : 수면위 10m의 10분간 평균풍속=20(m/sec)
F : 대안거리=1,500(m)
정수압의 최대 수평하중은 상류측의 경우 식(4), 하류

측의 경우는 수위가 0이므로 식(5)와 같이 정리하였다.

P1u = 
  × W0 × (h1

2-h2
2) × B (4)

P1d = 
  × W0 × h3

2 × B (5)

여기서, P1u : 상류측 수평하중(kN)
P1d : 하류측 수평하중(kN)
W0 : 물의 단위체적당 중량 = 10.000(kN/㎥)
B : 비체(수문)의 폭 = 45.000(m)
h1 : 설계수심 = 3.730m
h2 : 설계수심 - 비체높이 = 0.730(m)
h3 : 파랑높이(여기서는 제외) = 0.000(m)

식(4), 식(5)에서 산정한 적용하중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ign load

Division Load(kN)
Ordinary Static pressure 3,010.50

Earthquake

Static pressure 3,357.62
Dynamic pressure 598.94

Inertial force 361.90
Sum 4,318.46

한편, 지진 시 허용응력의 증가계수 1.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4,318.46(지진시) /1.5 = 2,878.97 < 3,010.50
(상시)이므로, 기본 안전율 산정 시 설계하중은 바람을 

고려한 정수압으로 산정하였고, 이때 수압하중은 

3,011.50(kN)을 적용하였다.

4.2 해석결과

구조해석을 통한 응력검토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설계수위 조건에서 수면벽체(Skin plate)와 수직보강재, 
모두 허용응력 이내로 나타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으며, 해석결과는 Fig. 6, Fig. 7, Fig. 8과 

같다.

Table 3. Result of structural stress analysis 

Division Result
(MPa)

Allowed value
(MPa) Evaluation

Skin plate

Maximum 
tensile stress 43.42 140 O.K

Maximum 
compressive stress -39.67 -140 O.K

Maximum 
shear stress 21.85 80 O.K

Vertical
reinforcing 

beam

Maximum 
tensile stress 42.09 140 O.K

Maximum 
compressive stress -37.39 -140 O.K

Maximum 
shear stress 21.41 80 O.K

여기서 (+)는 인장, (-)는 압축을 나타낸다.

Fig. 6. Principal tensile stress.

Fig. 7. Principal compress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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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incipal shear stress.

5. 정수압 계측

수문내부에 변형율계를 설치한 후 수위변화에 따른 

변형율을 측정하여 응답비를 산정하였다. 수중보용 수

문의 경우 관리수위가 수문 상단의 높이와 같거나 초

과하여 월류하는 경우로 개도 전에 변형율계를 설치한 

후 완전개도 시 변형율 값을 측정하여 응력을 추정하

고 응답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 대

상인 쉘타입 로울러 게이트의 정수압 계측위치는 Fig. 
9에 표시하였으며, 측정결과는 Fig. 10, Fig. 11, Fig. 12 
및 Table 4와 같다. 

Fig. 9. Installation location of strain gauge.

Fig. 10. Measurement result(Front center).

Fig. 11. Measurement result(Front lower).

Fig. 12. Measurement result(Rear center).

Table 4. Measurement results of static pressure

Division Strain
(×  )

Stress
(MPa)

Time
(Sec)

Skin plate
(Front center)

Point '0' -91.805 -19.279 0

Point '1' -45.000 -9.450 180

Point '2' -31.614 -6.639 240

Skin plate
(Front lower)

Point '0' -92.633 -19.453 0

Point '1' -40.933 -8.596 180

Point '2' -27.824 -5.843 240

Skin plate
(Rear center)

Point '0' 167.150 35.103 0

Point '1' 89.943 18.888 180

Point '2' 66.662 13.999 240

여기서 Point'0' : 수문개도 시작점(0s)
Point'1' : 수문개도 1단계(180s 경과시점)
Point'2' : 수문개도 2단계(240s 경과시점)

시간에 따른 수문의 개도 높이별로 수위변화에 따른 

수문전면판과 후면판의 변형율을 측정하여 응답비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수위에 따른 정수압의 변화를 

변형률과 응력의 계측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6. 부가응력 계측

부가응력은 방류 시 유체의 흐름에 의해 추가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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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nside of gate and installation location of strain 
gauge.

Table 5. Measurement results of additional stress

Division Stress(MPa) Time(Sec)

Skin plate
(Front lower)

Maximum 
tensile stress 1.580 230

Maximum 
compressive stress -0.727 277

Fig. 14. Measurement result(Front lower).

생하는 응력으로 동적계측을 수행하여 산정하였으며, 
구조물의 동적해석을 위해 필요한 측정 빈도 이상으로 

수행하였다. 부가응력 측정위치에 Fig. 13과 같이 변형

율계를 설치하여 부가응력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본 

안전율 산정 시 반영하였다. 부가응력 계측결과가 정

리된 Table 5, Fig. 14를 고찰한 결과, 방류 시 전면 하

단부(S2)에서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으며, 인장측

은 최대 (+)1,580 MPa, 압축측은 최대 (-)0.727 MPa의 

부가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안전성평가 방법

안전율 평가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공용하중의 조사

와 바파괴시험에 의한 부재강도의 조사, 정․동적 재

하시험에 의한 변형률 및 변위, 진동특성 등을 기초로 

작용외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지관리체계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7.1 허용응력법에 의한 안전율평가

허용응력법에 의한 수문의 안전율 산정 시 하중조합

으로는 ‘관성력(자중)+정수압+동수압+부압+빙압’을 사

용하고 이 때 하중계수는 각각 1.0이다. 수문(강재)의 

경우 하중에 의한 응력은 강재부식에 의한 강도저하와 

단면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허용응력법에 의한 강재 수문의 기본 안전율은 식(6)과 

같으며, 대상 수문의 기본안전율 산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6)

여기서,   : 기본 안전율

 : 재료의 허용응력(MPa)
 : 하중조합에 의한 최대발생응력(MPa)
 : 방류시 발생하는 최대부가응력(MPa)

Table 6. Result of basic safety factor calculation

Division  (MPa) (MPa) (MPa) S/F

Skin plate
43.420 1.580 160.000 3.556

-39.670 -0.727 160.000 3.961

Reinforcing
beam

42.090 1.580 160.000 3.664

-21.410 -0.727 160.000 7.228

7.2 응력보정계수 산정

변형율 및 처짐에 대한 해석치/실측치를 상호 비교

하여 구조물의 전체적인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응력

보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 Table 7과 같이 수문의 개

도별 위치에서 측정한 값으로 산정하면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7. Load case of opening height of gate

Division Open height(m) Flood level(m) Load case

Starting point 0.000 0.540 L/C 1

Measurement time 1 0.934 -0.970 L/C 2

Measurement time 2 1.245 -1.490 L/C 3

End point 3.000 - Fully opening

Table 8. Result of correction factor calculation

Division Measurement Calculation Response ratio

Skin plate
(Front center)

L/C 1 -19.279 -19.250 0.998

L/C 2 -9.450 -12.510 1.325

L/C 3 -6.639 -7.0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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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용안전율 산출

수문의 구조해석에 의한 기본 안전율( ) 및 계측

결과를 적용한 공용안전율()은 식(7)과 같으며, 산
출결과는 Table 9와 같다.

  ×  (7)

여기서   : 공용안전율

  : 응력보정계수 = 계산  실측

Table 9. Result of public safety factor calculation

Division Ks FSo FSn

Skin plate 0.998 3.556 3.549

Reinforcing beam 0.998 3.664 3.657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쉘타입 로울러 게이트의 안전성평가

를 위해 정수압 및 동수압 상태에서의 현장계측과 현

장계측조건에 부합하는 구조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부

가응력의 산정, 기본안전율 평가, 공용안전율 평가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시험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진동시험에 용이한 가진(假振)방법을 

쉘타입 로울러 게이트에 적용할 경우 수문의 중량이 

큰 관계로 타격력에 의한 진동으로는 전체진동의 응답

을 신뢰할 수 없어 현장계측시에는 수문을 완전히 개

도한 상태에서 수문 여진에 대한 실측을 실시하여야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2. 수문의 안전율 평가는 기본안전율( ) 평가와 

공용안전율() 평가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우선 기

본안전율 평가를 위해 구조해석과 부가응력 계측을 수

행하였으며, 응력보정계수(이론치/실측치)를 고려하여 

쉘타입 로울러 게이트의 주부재인 벽체(Skin plate)와 

수직 빔보강재에 대해 공용안전율 평가를 수행하여 결

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수문에 발생하는 최대응력

은 개도 초기에 수문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응력과 

정수압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이 합쳐진 값이며, 기본

안전율 산정 시 허용응력을 정수압 최대응력과 부가응

력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시험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3. 현재 국내에서는 수문에 대한 안전성검토 시 부

가응력에 대한 부분이 도외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부가응력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 이를 추가 산

정하는 안전성검토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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