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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ad distributive compression anchors distribute the compressive stress in the grout and increase the pull-out capacity 

of the anchor by using multiple anchor bodies. In this anchor type, the spacing between the anchor bodies has a large 

influence on the stress in the grout.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about the spacing and there are no design 

standards. Therefore, the effect of the anchor body spacing on the grout stress was analyzed by performing finite element 

analyses. First, the applicability of the numerical modeling was verified by comparing with field test results of a 

compression anchor. Then, the p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varying soil type, anchor body spacing, and load 

magnitude.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maximum compressive stress in the grout increased at the narrower 

spacing and the tensile stress developed at the wider spacing. Therefore, the optimum spacing was defined as the spacing, 

which prevents the superposition of compressive stresses and minimize the tensile stress. Finally, the optimum spacing 

was proposed according to the soil type and the load magnitude.

 

요   지

압축 분산형 앵커는 여러 개의 내하체를 이용하여 그라우트에 발생하는 압축응력을 분산시키고 앵커 인장력을 

증가시키는 앵커이다. 압축 분산형 앵커의 경우 내하체 사이의 간격이 그라우트 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내하체 간격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설계기준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내하체 간격이 그라우트 응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압축형 

앵커에 대해 수행된 현장 재하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수치모델링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지반조건, 내하체 

간격, 하중크기 등을 변화시키는 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내하체 간격이 좁아지면 그라우트 최대 압축응력

이 증가하며, 내하체 간격이 넓어지면 그라우트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그라우트 내 압축응력의 중첩과 

인장응력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하체 간격을 최적간격으로 정의하고, 지반조건과 하중크기에 따른 최적간격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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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ension anchor                  (b) Compression anchor           (c) Distributive compression anchor

Fig. 1. Stress distribution in the grout (adapted from Samwoo Anchor Technology 2012)

1. 서 론

그라운드 앵커는 지반 굴착공사에서 가시설 벽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라운드 앵

커의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지반을 직경 100∼160mm로 

천공하고, 앵커체를 삽입한 후, 천공홀 내에 그라우트를 

주입한다. 그리고, 그라우트의 압축강도가 양생 중 15MPa 

이상에 도달하면 강연선을 인장한 후 앵커 두부에 정착

하여 시공한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 

그라운드 앵커는 그라우트체에 작용하는 응력특성에 

따라 인장형 앵커와 압축형 앵커로 구분된다. Fig. 1(a)

와 Fig. 1(b)는 인장형 앵커와 압축형 앵커의 지지거동 

차이를 보여준다. 인장형 앵커는 정착부(bonded)에서 강

연선과 그라우트가 서로 부착되며, 강연선을 긴장하면 

그라우트와 강연선의 마찰로 인해 그라우트체에 인장

응력이 발생된다. 이에 반해, 압축형 앵커는 강연선 전

체 길이를 쉬스관으로 둘러싸서 강연선과 그라우트가 

부착되지 않는다. 대신 압축형 앵커의 강연선은 그라우

트 하단의 앵커 내하체(anchor body)에 연결되어 있으

며 강연선을 긴장하면 내하체에 의해 그라우트에 압축

응력이 발생된다. 

그라우트 재료는 압축강도에 비하여 인장강도가 매

우 작다. 그러므로, 그라우트체에 발생한 인장응력이 인

장강도보다 커지게 되면 그라우트에 인장균열이 발생

하고 점차 인장균열부의 길이가 증가하는 진행성 파괴

의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압축형 앵커는 이러

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라우트체가 압축응력

을 받도록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앵커 내하체가 한 개 있는 단일 압축형 앵

커를 보완하여 복수의 내하체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

는 압축 분산형 앵커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압축 분산

형 앵커는 Fig. 1(c)와 같이 긴장하중을 내하체 개수만

큼 분배시켜 그라우트에 발생하는 압축응력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앵커에 더 큰 긴장력을 가할 수 

있으며 그라우트의 압축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 

압축형 앵커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압축 분

산형 앵커의 인발에 의한 축응력 분포특성 및 그라우트-

지반 마찰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Hertz et al.(2015)는 현장시험을 수행하여 압축 분산

형 앵커의 인장 시 발생되는 강연선의 탄성-비탄성 변

형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Hsu et al.(2007)는 현장시험을 통해 앵커 종류와 근

입깊이에 따른 앵커의 최대 인발하중을 분석하였다. 시

험결과 앵커의 근입깊이와 직경이 증가할수록 최대 인

발하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사한 근입깊

이에서 압축형 앵커가 인장형 앵커보다 더 큰 인발하중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et al.(2016)은 압축 분산형 앵커의 인발에 따

른 각 내하체의 발생 변위량을 분석하여 내하체의 배치

간격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내하체 간격이 좁을 수록 

내하체의 변위가 크게 발생되는데 이는 내하체에 의해 

중첩된 하중이 인접지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내

하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내하체에서 발생되는 변위

가 줄어들고 일정 간격 이상인 경우에 간격에 관계없이 

변위가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 때의 내하체 간격을 압축 

분산형 앵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간격으로 제시하

였다.

Kim et al.(2014)은 압축 분산형 앵커의 대형모형실

험, 현장시험 및 평면 변형률 조건 수치 모델링을 수행

하여, 앵커 종류별 그라우트-지반 마찰 특성을 분석하였

다. 지반과 앵커체(그라우트)의 강성비가 클수록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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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rrow spacing (b) Wide spacing

Fig. 2. Stress distribution in the grout corresponding to anchor spacing

응력이 균등하게 분포하였으며, 강성비가 작을수록 집

중된 분포를 보였다. 또한 동일한 지반 조건에서 압축 

분산형 앵커가 최대 인발 저항력이 크고, 앵커 주변 지

반에 고르게 하중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 et al.(2015)은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압축 

분산형 앵커를 인발할 때 지반 조건과 내하체 간격에 

따른 앵커의 축응력분포를 분석하였다. 지반의 강도가 

강한 암반에서는 응력 중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반의 강도가 약한 모래질 점토에서는 응력 중첩현상

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압축 분산형 앵커에서 응력 

중첩이 발생하지 않는 간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기존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내하체 간격이 그라우

트에 발생하는 압축응력 또는 인장응력의 분포 및 크기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하체 

간격이 그라우트의 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압축 분산형 앵커의 내하체 간격에 대한 

설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현장에 

적용되는 압축 분산형 앵커의 경우 지반조건 및 하중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내하체 간격을 약 

2m로 적용하고 있다. 

Fig. 2는 내하체 간격이 그라우트 응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앵커 내하체 간격이 좁으면(Fig. 2a) 

내하체에 발생하는 압축응력이 점차 중첩되어 압축응

력의 최대값이 증가한다. 반면, 앵커 내하체 간격이 넓

으면(Fig. 2b) 상부 내하체가 상향으로 이동하면서 내하

체 뒷면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하체 최적간격은 그라우트 내 압축응력의 중첩과 인장

응력 발생을 최소화하는 간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용 유한요소 수치해석 프

로그램인 PLAXIS 2D 2018(Brinkgreve R.B.J, 2018)를 

활용하여 압축 분산형 앵커의 내하체 간격이 그라우트 

응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

된 수치모델링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Kim(2003)

과 Kim et al.(2007) 등이 수행한 현장시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그리고, 검증된 수치 모델링을 활용하여 지반조

건, 내하체 간격, 인발하중 크기 등의 변화시키며 총 300

가지의 해석조건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반 조건과 인발하중 크기에 따른 압축 분산형 

앵커의 최적 간격을 제시하였다. 

2. 수치해석모델의 검증

수치해석 연구에 적용되는 수치모델링은 현장시험 또

는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Kim(2003)

이 수행한 압축형 앵커 인발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수치모델링 및 입력변수값을 검증하였다. 

Kim(2003)과 Kim et al.(2007)은 연직으로 설치된 압

축형 앵커에 대한 현장시험을 수행하고 주변지반의 강

성을 스프링으로 모사하는 간편 수치해석 및 유한요소

해석 등을 통해 그라우트 하중전이 거동을 분석하였다. 

현장시험 앵커는 직경 154mm, 길이 12m이며, 앵커가 

시공된 지반의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지반조건

은 매립층, 충적층, 풍화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Fig. 3

과 같이 2차원 축대칭 조건을 적용하여 반단면을 모델

링하였다. 압축형 앵커의 경우 강연선과 그라우트가 분

리되어 있고 강연선이 앵커체 내에서 차지하는 단면적

이 10%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강연선은 모델링하지 않

았다. 그 대신, 강연선에 의한 인장하중은 내하체(anchor 

body)에 분포하중으로 가하였다. 내하체 하단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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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put soil properties (adopted from Kim et al., 2007)

Ground
Depth

(m)



(kN/m
3
)

c

(kPa)



(degree)



(degree)

E

(MPa)


Fill 0 ∼ 4 18.6 5 25 4 15 0.3

Alluvial deposit 4 ∼ 5.8 17.6 10 30 4 20 0.3

Weathered soil 5.8 ∼ 12 19.6 20 38 6 45 0.3

where,  = unit weight, c = cohesion,  = internal friction angle, E = Young’s modulus,  = dilation angle,  = Poisson’s ratio

Table 2. Input properties of grout and anchor body

Material Model


(kN/m
3
)

c

(kPa)



(degree)

E

(GPa)





(MPa)

Grout Mohr-Coulomb 18.53 3,560 54.5 22.5 0.20 2.25

Anchor bodies Linear elastic
77 - - 207.0 0.27 -

77 - - 207.0 0.27 -

Fig. 3. Schematic diagram of numerical modeling

라우트와 지반 사이에는 인터페이스를 모델링하였으

며, 그라우트-주변 지반이 완전 부착되는 조건을 고려

하여 인터페이스 강도감소를 고려하지 않는 완전 부착

조건을 적용하였다(Gouw, 2014). 지반 구성모델은 탄

성-완전 소성 모델인 Mohr-Coulomb 항복모델을 적용

하였으며, 입력 물성값은 Table 1에 제시된 값을 적용

하였다.

경계조건의 경우 좌우 경계면은 수평변위를 구속하

였으며 하단 경계면은 수평과 연직변위를 구속하였다. 

좌우 경계면과 앵커 사이의 거리는 15m(앵커직경의 약 

97배)를 적용하였고 앵커하단에서 하부 경계면의 거리

는 3m 깊이(앵커직경의 약 19배)를 적용하여 경계면 영

향을 배제하였다. 

그라우트의 구성모델은 그라우트체의 인장 및 압축

파괴를 고려하기 위하여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

였으며, 내하체는 선형탄성모델을 적용하였다. Table 2

는 그라우트와 내하체의 해석 입력물성값을 보여준다. 

그라우트의 강도 정수값은 식 (1)을 적용하여 산정하였

다(Chen, 1982). 이 식은 그라우트의 압축강도와 인장강

도 값을 적용하며, 인장강도값은 압축강도값의 10%로 

적용하였다(ACI, 2011). 식 (1)에서 얻어진 내부마찰각

은 54.5°이며, 이 값은 Moosavi et al.(2003)이 직접전단

시험으로 산정한 그라우트의 내부마찰각 범위인 51.2°～

57.7°의 평균값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라우트의 Young 

탄성계수는 Kim(2003)이 제시한 값을 적용하였다. 

 sin
 











  
cos



sin

 (1)

where,  = internal friction angle (degree)




= tensile strength of grout (MPa)




= compressive strength of grout (MPa)



/


= 0.1 (ACI, 2011)

Fig. 4는 앵커 두부에서 측정된 인발하중-변위 곡선으

로서 본 연구에 적용한 수치 모델링이 현장시험 결과를 

매우 잘 모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로, Fig. 4의 변위

는 해석결과에서 얻어진 내하체 상향변위와 강연선의 

탄성인장 변위를 더하여 얻어진 값이다. 

Fig. 5는 그라우트에 발생한 축하중 전이 곡선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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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ad-movement curves at anchor head

Fig. 5. Axial load distribution in grout

Table 3. Analysis cases

Ground
Load 

increment

Anchor body 

spacing (m)

Deposited soil

10% of max 

pull-out load

(10 cases)

0.5, 1.0, 1.5, 

2.0 2.5, 3.0 

(6 cases)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Soft rock

Moderate rock

치해석이 전체적인 변화 경향은 모사하였지만 풍화토 

지층의 하중전이 경향을 모사하지 못하였다. 현장시험

의 그라우트 축하중 곡선을 보면 그라우트와 인접 지반 

사이의 단위면적당 마찰력은 지표면에서 약 7.5m 깊이

까지 거의 일정하고 10.5m∼12m에서 가장 커지면서 축

하중 전이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러나, 

수치해석은 5.8∼12m 깊이의 풍화토 지층에 대하여 동

일한 강도정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현장시험 결과의 

급격한 기울기 변화를 모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Kim et 

al.(2007)이 논문에서 제시한 지반 물성값(Table 1)이 현

장 지반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

단되며, 실제 그의 수치해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수치모델링이 현장시험의 하중-변위 곡

선 및 그라우트체 축하중 변화를 적절히 모사할 수 있으

므로 본 연구의 수치해석 변수연구에 적용하였다.

3. 내하체 최적 간격 산정을 위한 수치해석

3.1 해석개요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지반조건, 인발하중 크

기, 내하체 간격 등의 변수들을 변화시키며 압축형 앵커

의 내하체 최적간격을 산정하였다. 지반조건은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의 5가지 조건, 인발하중은 

최대 인발력 까지 10단계 재하, 내하체 간격은 0.5m∼

3.0m의 6가지 등을 적용하여 총 300개 조건에 대한 해

석을 수행하였다. 

3.2 해석조건 및 내용

본 변수연구에 적용된 수치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앞

서 현장시험 검증에 적용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Fig. 

6과 같이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적용하였다. 내하체 간격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내하체는 3개를 모델링하였으

며 서로 동일한 간격을 가진다. 각 내하체에는 2개의 

12.7mm 강연선이 결합되어 있어 총 6개의 강연선이 근

입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천공 직경(=그라우트 직경)

은 현장에서 널리 이용되는 114mm, 그리고 앵커 길이

는 15m로 가정하였다. 

흙의 구성모델은 탄성-완전 소성 모델인 Mohr-Coulomb 

항복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입력 물성값은 Table 4와 같

이 서울시 지반조사 편람(Seoul Metropolitan City, 2006)

에서 제시한 대표값을 적용하였다. 퇴적토의 경우 지

반조사편람에 물성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풍화토

보다 강도가 약한 지반특성을 고려한 가정값을 적용하

였다.

그라우트 재료는 일축압축강도 25MPa(물/시멘트 비 

45%에 해당)로 가정하였으며 식 (1)을 이용하여 이에 해

당하는 강도정수값을 산정하였다(Table 5). 그라우트의 

Young 탄성계수는 식 (2)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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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chor modeling and element meshes

Table 4. Input soil properties (Seoul Metropolitan City, 2006)

Ground


(kN/m
3
)

c

(kPa)



(degree)

E

(MPa)


Deposited soil 18 2 28 4 0.35

Weathered soil 19 24 30 40 0.33

Weathered rock 21 35 32 300 0.30

Soft rock 23 400 34 2,000 0.28

Moderate rock 24 1,000 38 4,500 0.24

Table 5. Input properties of grout

Model


(kN/m
3
)

c

(kPa)



(degree)

E

(GPa)





(MPa)

Mohr-Coulomb 18.53 4,000 54.49 18.35 0.20 2.5

Table 6. Maximum pull-out load

Ground Total load QL (kN)

Deposited soil 215.3

Weathered soil 349.9

Weathered rock 436.6

Soft rock 765.5

Moderate rock 765.5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2).

  ××     (2)

where, m = unit weight of concrete ()

하중재하는 강연선을 모델링하지 않고 내하체에 상

향의 하중을 직접 재하하여 모사하였다. 이 때, 각 내하

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전체하중(QL)의 1/3을 균등하게 

재하하였다. 앵커에 재하되는 전체하중은 강연선 파단, 

지반-그라우트면 전단파괴, 그라우트 압축파괴를 고려

하여 산정하였다. Table 6은 각 지층조건에 따른 최대 

인발하중을 정리하였다. 

4. 해석결과 및 고찰

4.1 내하체 간격의 영향

Fig. 7은 풍화토 지반조건에서 인발하중이 동일할 때

(QL=215kN) 내하체 간격에 따른 그라우트 축응력 분포

를 보여준다. 내하체 간격이 0.5m인 경우, 각 내하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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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5 m                             (b) 1.0 m                         (c) 1.5 m

                               (d) 2.0 m                            (e) 2.5 m                          (f) 3.0 m

Fig. 7. Axial stress distribution in the grout (weathered soil, QL=215.3 kN)

서 발생한 그라우트 압축응력은 누적되어 압축응력의 

최대값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내하체 간격

이 넓어지면(1.0m～2.0m) 그라우트-지반 마찰력이 증

가하여 압축응력 최대값이 점차 감소한다. 내하체 간격

이 2.5m가 되면, 각 내하체 사이의 압축응력이 완전히 

소산되고 상부 내하체가 상향으로 이동되면서 내하체 

뒷부분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내하체 간격이 그라우트 응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내하체 최적간격은 압축응력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인

장응력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간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Fig. 8은 최대 인발하중 QL의 80%가 재하되었을 때 그

라우트에 발생한 최대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을 함께 도시

하였다. 내하체 간격이 넓어지면 그라우트의 압축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반 강도가 커질수

록 상대적으로 더 좁은 내하체 간격에서도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인장응력이 인장강도(=2.5MPa)에 

도달하면 그라우트의 최대 압축응력은 더 이상 증가하

지 않고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4.2 지반조건의 영향

Fig. 9는 인발하중 QL=215kN와 내하체 간격 1.5m의 

조건에서 지반조건에 따른 그라우트 축응력 분포결과

를 보여준다. 재하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그라우트 압축

응력은 지반-그라우트 마찰력에 비례하여 감소하는데 

지반강도가 커질수록 마찰력이 커지므로 압축응력은 더 

빨리 감소된다. 퇴적토 또는 풍화토 지반의 경우 지반강

도가 약해서 그라우트-주변지반 마찰력이 작으므로 그

라우트 압축응력이 점차 누적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준다. 이에 반해, 풍화암, 연암 또는 보통암 지반의 경

우 지반강도가 커서 재하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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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ximum compressive and tensile stresses in the grout (0.8×QL)

(a) Deposited soil (b) Weathered soil (c) Weathered rock

(d) Soft rock (e) Moderate rock

Fig. 9. Axial stress distribution in the grout (spacing=1.5 m, QL=215.3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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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QL

(b) 0.8×QL

Fig. 10. Axial stress distribution in the grout according to pull-out load in weathered rock

트 압축응력이 모두 소산되고 내하체 뒷부분에 인장응

력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내하체 최적

간격은 지반강도가 작을수록 넓어지고 지반강도가 커

질수록 좁아지게 된다. 

4.3 인발하중 크기의 영향

인발하중의 크기가 그라우트 응력분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Fig. 10은 풍화암 지반조건에서 인발

하중을 최대하중의 30%(0.3×QL)와 80%(0.8×QL)로 변

화시켰을 때의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인발하중이 최대

하중의 30%인 경우 내하체 간격이 0.5m 일 때(S-0.5m) 

압축응력이 중첩되어 최대 압축응력이 증가하였다. 그

리고, 내하체 간격이 2.5m 일 때(S-2.5m) 내하체 간격이 

넓어서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므

로, 내하체 최적간격은 1.0m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인발하중이 최대하중의 80%로 증가하면 그라우트 압축

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응력중첩이 발생하지 않는 내

하체 간격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내하체 간격이 

2.0m일 때(S-2.0m) 압축응력의 중첩이 작고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내하체 최적간격은 2.0m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발하중의 크기가 내하체 최적간격

에 영향을 주며, 인발하중이 증가하면 내하체 최적 간격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4.4 내하체 최적 간격 제시

본 연구에서는 해석에서 얻어진 그라우트 최대 압축

응력과 인장응력 발현정도를 고려하여 압축 분산형 앵

커의 내하체 최적간격을 결정하였다. 내하체 최적간격

은 그라우트 최대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최소로 발생

하는 간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5가지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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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ptimum spacing of anchor bodies

조건과 10단계 하중 조건에서의 내하체 최적간격을 산

정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퇴적토, 연암, 보통암 지

반의 최적간격은 각각 3.0m, 0.5m, 0.5m로 결정되었으

며, 하중크기에 관계없이 최적간격이 동일하였다. 풍화

암 지반의 경우 하중크기에 따라 최적간격이 1.0m, 1.5m, 

2.0m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풍화토 지반의 최적간격은 

2.0m이며 최대 인발하중 크기에서 2.5m로 증가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국내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하체 간격 2.0m는 본 연구결과에서 인발하중 크

기가 최대 인발하중의 80～90%일 때 풍화토와 풍화암 

지반의 최적간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반강도가 풍

화토와 풍화암 지반보다 작아지면 내하체 간격을 넓히

고 지반강도가 커지면 내하체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압축 분산형 앵커의 내하체 최적

간격은 지반조건과 하중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앵커

가 설치되는 현장조건이 본 연구의 수치해석 조건과 상

이한 경우 추가적인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내하체 최적

간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압축 

분산형 앵커의 내하체 간격이 그라우트의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반조건, 내하체 간격, 인

발하중 크기 등을 변화시키며 총 300 가지 조건에 대한 

변수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축대칭 조건, 내하체 하중 직접 

재하방법, 그라우트 강도 모사 등 압축형 앵커의 수

치모델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앵커 그라우트의 

응력을 정밀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그라우트의 인장

강도 및 압축강도를 모사할 수 있는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였고 그라우트의 강도산정 방법을 제

시하였다. 본 수치모델링은 현장시험의 하중-변위 

곡선 및 그라우트 응력분포를 적절히 모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내하체 간격이 좁으면 그라우트 압축응력이 누적되

어 최대 압축응력이 증가하며 내하체 간격이 넓으

면 압축응력이 완전히 소산되고 내하체 뒷부분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내하체 최적간격

은 그라우트 내 압축응력의 중첩과 인장응력 발생

을 최소화하는 간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지반강도가 커질수록 그라우트-지반 마찰력이 커지

면서 그라우트에 발생하는 압축응력이 더 빨리 감

소된다. 그리고, 지반강도가 약해지면 그라우트-지

반 마찰력이 작아지면서 압축응력의 감소량이 작아

지고 압축응력 최대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내하체 최적간격은 지반강도가 작을수록 

넓어지고 지반강도가 커질수록 좁아지게 된다. 

(4) 본 연구의 해석조건에서 앵커 내하체의 최적간격은 

지반조건에 따라 0.5m~3.0m로 산정되었다. 퇴적토, 

연암, 보통암 지반의 최적간격은 각각 3.0m, 0.5m, 

0.5m로 결정되었으며, 하중크기에 관계없이 최적간

격이 동일하였다. 풍화암 지반의 경우 하중크기에 

따라 최적간격이 1.0m, 1.5m, 2.0m로 증가하였다. 그

리고, 풍화토 지반의 최적간격은 2.0m이며 최대 인발

하중 크기에서 2.5m로 증가하였다. 다만, 본 연구결

과는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실제 현장 및 

앵커 조건을 고려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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