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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강연선용 앵커헤드의 형상변화에 따른

비선형 거동특성 분석

Nonlinear Analysis of Anchor Head for High Strength Steel St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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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이 연구에서는 리스트 싱용 고강도 강연선의 정착장치  강연선을 직  정착하는 앵커헤드(anchor head)에 해 거

동특성을 분석하고, 앵커헤드의 제원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해석  검토에 요구되는 로세스에 해 정립하 다. 앵

커헤드는 기와의 (contact)을 통해 강연선으로부터의 힘이 달되고 거동변화에 따라 상태 한 변하게 된다. 이

를 고려한 상세 거동분석을 해 기와 헤드 사이의 (contact)조건을 설정하 으며, 앵커헤드의 비선형 재료모델을 

용하여 기하  재료 비선형성을 고려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로부터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앵커헤드

의 거동은 앵커헤드와 기 간의 상호거동에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기 설계단계부터 상  향을 고려해야 한다. 

기홀(wedge hole)의 배치는 층배열(layered) 보다는 원형배열(circular)이 보다 응력분배에 효과 이고, 기홀의 간격을 증

가시키고 헤드 하면 구멍의 크기를 여 구멍사이 강재의 두께를 다소 늘이는 것이 구조거동에 효과 이다. 

핵심용어 : 고강도 강연선, 앵커헤드, 기, 기 구멍배열, 앵커헤드의 두께

Abstract

This study covers the nonlinear analysis of anchor head for high strength prestressing strand and presents necessary process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anchor head. The surface of wedge for strand is contacted to the surface of the wedge hole on 

anchor head when it is fitted into the wedge hole, and the contact condi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level of load applied through 

the wedge. In order to analyze detailed behavior, nonlinear material model and contact element were used in analysis.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 behavior of anchor head is affected by the interaction with the wedge contacted so that the wedge in FE 

model should have the same figure as the actual object.Circular array of wedge hole presents better stress distribution than layer 

array even though the small difference in maximum deformation. Increment of thickness of anchor head and distance of wedge hole 

als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nchor head. 

Keywords : high strength steel strand, anchor head, wedge, array of wedge hole, thickness of ancho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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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인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성능을 

보강하기 해 단면내에서 인장력을 지지하도록 철근을 보강

하지만 콘크리트 부분에서의 균열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하  하에서 콘크리트의 균열을 제어하여 단면의 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구조물의 장경간화를 해 콘크리트에 리

스트 싱을 가하는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이 리 

사용되고 있다. 리스트 싱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에 

미리 강연선을 긴장했다가 콘크리트가 굳은 후 강연선의 긴

장력 도입장치를 제거하는 리텐션(Pretension) 방식과 그

림 1과 같이 콘크리트가 다 굳은 후 강연선을 긴장하여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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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스트텐션용 인장 정착구의 

Parts (MPa) (MPa) El.(%) E(GPa)

Cable
1,581 1,860 3.5 200

2,040 2,400 3.5 200

Wedge 500 600 12 200

Anchor head 343 520 20 200

표 1 재료물성

리트에 리스트 싱하는 포스트텐션(Post-tension) 방식이 

있는데, 시공상의 편리함 때문에 일반 인 구조물의 경우 포

스트텐션 방식으로 리스트 싱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진국, 

2010).

강연선은 타 강재보다 훨씬 높은 수 의 인장강도(1720 

MPa~2400MPa; 기술표 원, 2011)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정착하는 장치는 길이가 채 50mm도 안되는 기와 공칭 인

장강도가 500MPa 안 의 앵커헤드로 구성되어 있다(Sétra, 

2006; 2009). 기는 강연선을 효과 으로 잡아주기 해 

내측면에 톱니를 형성하고 있고, 강연선에 긴장력이 도입될 

때 기는 강연선과 함께 앵커헤드의 구멍으로 박  들어가

면서 강연선을 완 하게 잡아주게 된다. 이때 강연선에 작용

하는 하 은 인장강도의 70~80%수 으로 앵커헤드와 기

에 있어서 국부 으로 각 소재의 항복응력을 과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정착장치의 안 성을 검증하

기 해 이에 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리스트 싱 공법은 유럽의 Freyssinet, VSL, Dywidag 

등을 통해서 1900년  반 개발되어  세계 으로 퍼져

나갔으며, 국내에는 1960년  후반 처음으로 구조물에 용

되었다(Nilson, 1987; 일본토목학회, 1990; 국토해양부, 

2007). 이 후 국내에서는 VSL Korea 등이 1980년  

반에 설립되면서 보다 활발한 용이 이루어졌다. 다른 산업

에 있어서 기술발 과 비교하여 강연선의 발달은 그리 빠르

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리스트 싱 공법이 개발된 창기 

정착장치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정

착장치에 한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실험(PTI, 1998; 

EOTA 2002) 결과에만 의존하고 상세한 구조  특성에 

한 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기와 앵커헤드 간의 상

호 (contact)과 국부 인 항복거동 등 복잡한 거동에 

해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석 으로 근하는 것이 불과 

10~20년 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 한편 수교 는 사장교에 용되는 PWS형 

이블은 여러 개의 강선을 하나의 주물로 형성된 기에 고정

하여 정착장치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에 한 해석 /실험

 연구는 최근 몇몇 연구진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서주원, 

2010).

최근 국내 연구진을 통해 세계 최 로 인장강도 2400MPa 

고강도 강연선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용할 경우 기존의 인

장강도 1860MPa 강연선 비 강연선량을 약 30%까지 

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앵커헤드에는 보다 높은 수 의 

국부응력과 비선형 거동이 상되고, 상 으로 신뢰성 높

은 수 의 안 성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실 구조

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수개의 기홀(wedge hole)을 갖는 

앵커헤드에 해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를 기반으

로 기홀의 배열 종류, 앵커헤드의 두께, 기홀의 간격 등

의 변화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 다. 이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효율 인 구조상세 결정방법을 제시하 다.

2. 해석모델

2.1 사용재료  재료 모델링

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착장치의 소재는 앵커헤드

의 경우 기계구조용 탄소강(SM35C~SM50C), 기의 경

우 크롬몰리 덴강(SCM) 는 니 크롬몰리 덴강(SNCM)

을 사용하고 있다.  강재 모두 신선 는 열처리 로세스

를 거치기 때문에 강재 매사가 정확한 항복강도, 인장강도

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재료의 물성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소재의 응력-변

형률 계는 3개의 직선으로 구성되는 Tri-linear 모델로 가

정하 다. 해석 시 수렴성을 고려하여 응력이 인장강도에 도

달한 후에는 응력경화(stress hardening)가 0이라 가정하

여 해석을 수행하 다. 



노명 ․성택룡․김진국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2012.4) 165

Wedge

Anchor Head

Cable

Rigid Plate

Wedge

Anchor Head

Cable

Rigid Plate

(a) 모노 앵커블럭 (b) 멀티 앵커블럭

하중부여

Kinematic Coupling

강체(Rigid Plate) - 6DOF 

(c) 운동학  커 링(kinematic coupling)을 통한 하 재하

그림 2 앵커헤드 구조해석을 한 유한요소 모델링

2.2 해석모델  요소크기 결정

실 구조물에서 강연선은 기의 톱니에 의해 물리고 이 

기는 앵커헤드에 안착된다. 이때 앵커헤드는 콘크리트에 매

입되어있는 정착구의 상면에 놓이게 된다. 강연선과 기는 

기 톱니가 강연선을 완 히 물기 까지 약간의 슬립이 발

생할 수 있지만 극한상태에서는 완 한 일체거동이 이루어진

다. 이 연구의 목 은 앵커헤드의 거동에 을 두는 것이

기 때문에 기의 톱니를 별도로 모델링하지 않았으며 강연

선과 기는 일체(tie)로 연결된다고 가정하 다. 반면 기

와 앵커헤드 사이  앵커헤드와 앵커헤드를 지지하는 강  

사이에는 (contact) 조건을 설정하 다. 이때 표면에서

의 마찰을 고려하기 해 상  거동을 허용하는 Penalty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기는 앵커헤드에 안착될 때 기 어느 한 을 통해 

이 발생하고 하 의 증가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면서 면

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고려하기 해 억지끼움

(interference fit)을 용하 으며, 강연선의 끝면들을 하나

의 기 과 동기화 하는 운동학  커 링(kinematic coup-

ling)을 통해 하 을 작용하 다(그림 2 참조). 이 연구에서

는 ABAQUS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선형 솔리드 

요소(solid, C3D8R)를 사용하 다. 

2.2.1 기 해석 시 기의 치 결정

다수의 실험결과 강연선에 긴장력이 도입되어 기와 함께 

앵커헤드에 박힐 때 극한하 에 도달하게 되면 기 체가 

앵커헤드에 박히게 된다. 그러나 기 단계에서는 기가 일부 

돌출된다. 이에 한 거동을 비교하기 해 기가 2.0mm 돌

출된 상태와 돌출되지 않은 상태에 한 비교해석을 수행하

여 차이를 비교하 다(그림 3참조). 강연선과 기, 앵커헤

드의 요소크기는 1.0mm로 하 으며, 사용재료는 표 1과 같

다. 해석은 강연선 끝단에서 변  10mm를 가력하는 방법으

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그림 3(c)와 같다. 이때 하 은 

반력으로부터 얻은 값이고 변 는 강연선 끝단에서의 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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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size

(mm)

DOF
Memory

(Mbyte)

Runtime

(min.)

Max. Stress(MPa)

Anchor 

head
Wedge

2.0 65,928 409 5 493 569

1.5 126,006 905 15 481 572

1.0 344,943 3450 100 520 600

0.8 684,975 9465 512 520 600

표 2 요소 크기에 따른 해석 결과

(a) 기 2mm 돌출 모델

(b) 기 완  근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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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앵커헤드 구조해석을 한 유한요소 모델링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2 4 6 8 

Ca
bl

e 
Fo

rc
e 

(k
N)

Disp. of strand(mm)

0.8mm mesh

1.0mm mesh

1.5mm mesh

2mm mesh

그림 4 요소(mesh) 크기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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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와 앵커헤드 면의 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

다. 해석결과 기 기의 안착깊이는 최종 극한거동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차후 해석에서는 기 기가 돌출된 상태로서 고려하

다.

2.2.2. 요소(Mesh) 크기 결정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연선의 직경은 15.2mm이고, 

기의 외경은 29~30mm, 길이는 50mm 이내이다. 따라서 

정 거동분석을 해서는 작은 크기의 요소(mesh)가 요구된

다. 합한 수 의 요소크기를 선정하기 해 0.8~2.0mm로 

요소크기를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해석에는 12개 CPU가 사용되었다. 해석에 사용된 재료 

 상 구조물은 그림 3과 같다. 해석결과 요소크기를 

0.8mm 할 경우 2.0mm로 할 경우와 비교하여 메모리는 20

배 이상, 해석시간은 100배 이상 요구되었다. 반면, 발생 응력

은 요소크기가 2.0mm인 경우 0.8mm인 경우 비 약 5% 작

게 나타났다. 한편, 요소 크기가 1.5mm인 경우는 상과 달

리 2.0mm인 경우보다 최  응력이 다소 작게 나타났다. 한 

그림 4의 하 -변  계를 보면, 요소의 크기 변화에 따라 해

석결과가 일 성있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요

소의 크기보다는 (contact) 조건 등의 변화에 의해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 에러가 더 큰 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 연구는 국부 으로 발생하는 상세 응력보다는 앵

커헤드의 체 거동에 보다 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소의 

크기를 2.0mm 이상으로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2.2.3 기와 앵커헤드 면의 마찰계수 결정

강재와 강재의 마찰계수는 통상 으로 건조한 상태에서는 

0.3~0.7, 유막이 형성된 경우 0.09~0.12정도로 평가되고 

있다(Salmon et al., 1996). 앵커헤드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부 약간의 유막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톱으로 표면을 갈아내

면서 약간의 거친면을 형성한다. 따라서, 그에 합한 마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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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Qmax=0.1764 PEEQmax=0.1818
(a) 선형 모델 소성변형률 (b) 비선형 모델 소성변형률

S.Misesmax=483.8MPa S.Misesmax=487.9MPa
(c) 선형 모델 최 응력 (d) 비선형 모델 최 응력

(e) 선형 모델 vs 비선형 모델 하 변  곡선

그림 6 강연선/ 기의 재료모델 향 그림 7 PTI에 따른 앵커헤드 성능시험(PTI, 1998) 

수 가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그림 3의 모델에서 마찰계

수를 0.05, 0.1, 0.2, 그리고 0.3으로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

하여 마찰계수의 향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

다. 해석결과를 보면 기와 앵커헤드의 마찰계수에 따라 그 

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마찰계수는 작을 경우 기

가 앵커헤드의 구멍을 통해 뽑  나오는 거동이 크게 되기 때문

인 것을 단된다. 실험결과((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12) 

그림 3의 정착장치는 333kN이상의 하 에 항할 수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그림 5의 해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마

찰계수 0.3이 구조해석 모델링에 합한 것으로 단된다. 이 

논문에서 이후의 해석에서는 마찰계수를 0.3으로 가정하 다. 

2.2.4 기와 강연선의 재료모델 결정

앵커헤드에 작용하는 하 은 기와의 을 통해서 달

된다. 즉, 기와 강연선은 앵커헤드에 하 을 달하는 매개

체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와 강연선에 있어서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앵커

헤드에 여러 개의 강연선이 정착될 경우 거동이 더욱 복잡해지

기 때문에 이에 한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22개의 구멍

을 갖는 정착장치에 해 강연선과 기의 재료특성을 선형인 

경우와 비선형인 경우에 해 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앵커헤드는 비선형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6의 

해석 결과 앵커헤드에 발생한 소성변형률은 선형모델과 비선형

모델 각각 0.1764와 0.1818로 나타났으며, 최 응력(mises 

stress)은 각각 483.8MPa와 487.9MPa로 그 값과 거동의 

패턴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하 -변  계 측

면에서도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후의 해석

에서는 강연선과 기에 해 선형 재료모델을 용하여 해석

을 수행하 다.

3. 앵커헤드의 요구성능  기존 앵커헤드의 거동

3.1 앵커헤드의 요구성능

리스트 싱 정착장치의 요구성능과 시험에 한 기 은 

미국의 PTI(PTI, 1998)와 유럽의 ETAG013(EOTA, 2002) 

기 이 일반 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PTI 기 은 그림 

7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하도록하고 있으며, 텐던 공칭강도

(GUTS, Guaranteed Ulitimate Tensile Strength)의 

95%까지 하 을 가력했다가 제거했을 때 앵커헤드 상면에서

의 잔류변형이 앵커헤드 지지거리의 1/600을 넘지 않아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앵커헤드의 극한강도는 텐던 공칭강

도의 120% 이상어어야한다. 한편 ETAG013에서는 앵커헤드

에 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하  시험(static load test) 

후 앵커헤드가 괴되지 않아야 하며 잔류변형 한 합한 수

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조해석에서는 국부 인 응

력집 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극한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TI에서 제

시하고 있는 잔류변형에 을 두어 앵커헤드의 성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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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상 구분 제원

239 mm

95 mm29 mm (17 mm)

7˚ 

홀 개수 22개(4-5-4-5-4)

Anchor head 직경 239mm

Anchor head 두께 95mm

Anchor head

상/하단 거리

경사구간: 48.81mm,

직선구간: 46.19mm

Anchor 홀직경(Top) 29mm

Anchor 홀직경(Bottom) 17mm

지지 강 내경(B.C) 195 mm

표 3 인장강도 1860MPa 강연선용 22홀(hole) 앵커헤드 제원

Anchor Head 항복응력도달 (343 MPa)

Wedge 항복응력도달 (500 MPa)

Cable 항복응력도달(1,581 MPa)

하 -변  계

앵커헤드에서의 응력  소성변형률 분포

그림 8 인장강도 1860MPa 강연선용 22홀 앵커헤드의 

구조해석결과 

하고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앵커헤드의 거동을 분석하고 그

에 합한 앵커헤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기존 앵커헤드의 거동

PSC박스거더 교량구조물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장강도 1860MPa강연선용 22홀(hole) 앵커헤드에 해 해

석 으로 구조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사용된 재료의 물성은 표 

1과 같으며, 해석 상 앵커헤드의 상세 제원은 표 3과 같다. 요소

(mesh)의 크기는 2.0mm로 하 으며, 억지끼움(interference 

fit)을 통해 기를 앵커헤드에 안착시킨 후 하 을 텐던의 공

칭강도(GUTS)인 5,742kN(=22*261kN)까지 작용하 다. 

여기서 강연선은 한 개의 심선과 6개의 측선으로 구성

되고 6개의 측선은 6각형을 이루며 심선을 마찰에 의해 힘

을 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강연선 보다는 앵

커헤드에 을 두고 있으며, 기와 앵커헤드가 강연선을 

효과 으로 정착을 시키고 있을 경우 강선간의 상  변 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EOTA 2002; 김진국, 2010) 

강연선을 표 3과 같이 강  형태로 모델링 하 다.

해석결과는 그림 8과 같으며, 기는 앵커헤드와 국부 으

로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가장 먼  항복응력에 도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앵커헤드는 텐던 공칭강도의 거

의 50% 수 에 도달했을 때 항복이 발생하며 이로인해 강성

하와 함께 변형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강연선이 고강도화 되어 동일한 앵커헤드의 직경에 보다 

큰 하 이 작용할 경우 앵커헤드를 보강하기 해서 기 강

성을 높이는 방법과 앵커헤드의 항복시 을 늦추는 방법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기 강성을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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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앵커간 상호각도의 변화 기-앵커헤드 상호  각도변화에 따른 앵커헤드 기 부

Type 1 Type 2

Type 1: 기의 각도가 0.3도 더 큼

Type 2: 앵커헤드의 각도 0.3도 더 큼

Type 1 Type 2

3 mm 3 mm

표 4 기의 형상 변화 모델

으로는 앵커헤드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이 용될 수 있

으며, 항복시 을 늦추는 방법으로는 고강도 소재를 용하

거나 앵커헤드 내 기홀의 간격을 넖히는 방법이 용될 수 

있다. 

한편, 해석 상 앵커헤드에 잔류변형 평가기 을 용해보

면 95%*GUTS에서 앵커헤드 지지거리(195mm)의 1/600

인 0.325mm보다 작아야 한다. 해석결과 잔류변형은 0.216

으로 나타났으며 허용기 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표 3의 앵커헤드는 그림 6의 원형 배열 앵커헤드와 달리 

층 배열을 갖는 구조로 원형의 형상과 경계조건 비 구멍의 

배치가 칭성을 갖지 않는 구조이다. 그로 인해 앵커헤드에

는 그림 8과 같이 응력의 분포에 있어서 비 칭성이 발생하

게 되고, 거동 측면에서 상 으로 불리한 거동을 하게된다. 

이부분에 한 거동특성은 그림 9에서 살펴볼 수 있다.

4. 앵커헤드의 형상변화에 따른 거동

4.1 단일 강연선(mono-strand) 정착장치의 거동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강연선으로부터의 높은 하 은 

기를 통해서 앵커헤드에 달되는데 이때 기와 앵커헤드의 

조건에 따라서 앵커헤드에 발생할 수 있는 응력분포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상된다. 이에 한 분석을 해 국내

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를 근사 으로 모델링하여 기의 

형상에 따라 앵커헤드와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응력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해석에 사용된 기의 

형상은 표 4와 같이 기와 앵커헤드의 각도에 해 

기의 각도가 앵커헤드의 면 보다 0.3도 큰 경우(Type 

1)와 반 로 기의 각도가 0.3도 작은 경우(Type 2)이다. 

기의 각도가 큰 경우 기의 윗부분에서 앵커헤드와 

이 시작되는 반면에 반 인 경우 앵커헤드의 아래면에서 앵

커헤드와 이 시작된다. 

상세 해석결과는 표 5와 같다. Type 1의 경우 기의  

길이에 걸쳐 응력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 Type 2의 경우 기와 앵커헤드의 이 시작된 부분

에서 응력 집 이 크게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앵커헤드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응력이 분포되는 것을 해석결과에서 볼 수 

있다. Type 1의 경우 앵커헤드 상면부를 심으로 소성변형

이 발생하고 반 으로 소성 역이 퍼져나가는 형태로 거동

을 하고, Type 2의 경우 앵커헤드 하단부 기가 되는 

부분을 심으로 소성변형이 집 으로 발생하며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앵커헤드의 거동 특성은 

기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향을 받으며, 여러 개의 구멍을 

갖는 앵커헤드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앵커헤드의 보다 정확한 거동분석을 해서

는 기의 상세제원을 반 한 모델링이 요구된다. 한편, 

Type 2의 경우 기 앞부분에서 발생한 응력은 다시 강연선

으로 달되어 강연선과 만나는 부분에 높은 수 의 응력 집

을 유발하고 이로인해 강연선이 제 강도에 도달하기 에 

괴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에 정착장치로서는 합하지 않은 

상세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후의 해석에서는 Type 1을 기반

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4.2 다수개 강연선용(multi-strand) 정착장치의 거동

그림 6와 같이 다수개의 강연선을 정착할 경우 단일 강연선

을 정착하는 경우와 달리 구멍에 정착된 강연선과 기들이 서

로 상호작용을 하며 앵커헤드에 하 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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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Type 2

(a) 최 응력(S. Mises) (a) 최 응력(S. Mises)

(b) 최 응력(S. Mises) (b) 최 응력(S. Mises)

(c) 소성변형률(PEEQ) (c) 소성변형률(PEEQ)

표 5 기의 형상 변화에 따른 응력분포

표 5의 단일 강연선 앵커헤드 보다는 다수의 기홀을 갖는 앵

커헤드에서 보다 복잡한 거동이 발생될 것으로 상된다. 이를 

검토하기 해서 이 연구에서는 22홀 앵커헤드에 해서 앵커

헤드의 두께, 기홀간 간격, 구멍의 배치형상, 강연선이 통과

해 나가는 앵커헤드 하면의 구멍직경 등을 변화시켜 해석을 수

행하 다. 이에 상세 계획  도면은 표 6과 같다. 해석에 사

용된 재료  모델링 조건은 앞서 제시한 해석방법과 동일하

다. 해석결과는 표 7, 그림 9과 같다.

우선 Case 1과 Case 2를 비교해 보면 앵커헤드의 두께가 

85mm에서 80mm로 약 6% 어들 경우 응력은 483.8MPa

에서 518.4MPa로 약 7% 증가하 다. 한편, Case 3과 

Case 4는 앵커헤드 하면의 구멍크기가 18mm인 경우로 응력

이 503.3MPa에서 520.0MPa로 약 3% 증가하 다. 앵커헤

드 하면 구멍의 크기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앵커헤드 두께 

변화는 큰 향이 없을 것으로 상되었는데 차이가 크게 나타

났다. 그 이유는 앵커헤드의 인장강도가 520MPa로 더 이상 

응력경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 측면에서 보면 Case 

1과 Case 2의 비교에서는 변 가 2.66mm에서 3.67mm로 

약 38% 증가하 으며, Case 3과 Case 4와의 비교에서는 변

가 3.15mm에서 4.23mm로 약 34% 증가하 다. 즉, 앵커

헤드의 두께의 변화는 발생 최  응력보다는 변형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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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기본모델) Case2

원형배열, 두께=85mm, 구멍간격=34mm

하면 구멍직경=17mm

원형배열, 두께=80mm, 구멍간격=34mm

하면 구멍직경=17mm

Case3 Case4

원형배열, 두께=85mm, 구멍간격=34mm

하면 구멍직경=18mm

원형배열, 두께=80mm, 구멍간격=34mm

하면 구멍직경=18mm

Case5 Case6

원형배열, 두께=85mm, 구멍간격=35.2mm

하면 구멍직경=18mm

층배열, 두께=85mm, 구멍간격=34mm

하면 구멍직경=18mm

표 6 앵커헤드 제원 변화 변수해석 모델

Analysis 

Case

최 응력

Mises

(S, MPa)

최 처짐

(6960kN) 

(d, mm)

앵커헤드

량

(W, kg)

Case1 483.8 2.66 26.74

Case2 518.4 3.67 24.99

Case3 503.3 3.15 26.97

Case4 520.0 4.23 25.23

Case5 492.8 2.70 27.22

Case6 516.7 3.09 27.73

표 7 앵커헤드 제원 변화 변수해석 결과

Case 1/Case 3과 Case 2/Case4의 비교에서는 앵커헤

드 하면 구멍의 직경을 17mm에서 18mm로 늘 을 때의 

향을 볼 수 있다. 앵커헤드 두께가 85mm인 경우(Case 

1/Case 3) 응력은 483.8MPa에서 503.8MPa로 4% 증가

한 반면, 변 는 2.66mm에서 3.15mm로 18% 증가하

다. 앵커헤드 두께가 80mm인 경우(Case 2/Case 4) 응력

은 518.4MPa에서 520MPa로 0.3% 증가한 반면, 변 는 

3.67mm에서 4.23mm로 15% 증가하 다. 앞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앵커헤드 제원의 변화에 따른 응력변화는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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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앵커헤드 변수변화에 따른 거동(하 -변  곡선)

는 반면 변 의 변화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구멍 간 간격의 향은 Case 3과 Case 5의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다. 최소 기 구멍 간격을 34mm에서 35.2mm

로 늘임에 따라 최  발생응력은 503.3MPa에서 492.8MPa

로 2% 감소한 반면 변 는 14% 감소하 다. 즉, 앵커헤드의 

상하면에 형성되어있는 기홀 사이의 강재 두께가 기존 비 

약 1mm 정도 변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 차이는 약 15% 

수 으로 비교  큰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기홀의 원형배열과 층배열 간의 차이는 Case 

3과 Case 6의 비교로부터 알 수 있다. 응력부분에 있어서는 

층배열을 갖는 구조가 상 으로 응력집 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수 의 응력을 보여주는 반면, 변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홀의 개수에 따라 약간 달

라질 수는 있으나 일부 규격에서는 동일한 배열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앵커헤드를 최종 설계함에 있어서 구조성능뿐만 아니라 경

제성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를 평가하기 해 앵커헤

드의 량을 표 7에서 비교해 보았다. 앵커헤드 하면의 구멍크

기 변화나 상면에서의 기홀 간격 변화시 량은 0.23 

~0.25kg( 체 량 비 약 0.9%)변화하는데 변 는 약 

15%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앵커헤드의 두께 변

화 시 량은 약 1.75kg( 체 량 비 6.5%) 변화하는데 

변 는 약 34~38%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앵커

헤드의 구조성능을 개선함에 있어서 기홀의 간격이나 앵커

헤드 하면의 구멍 크기를 바꾸는 것이 량 증가 비 가장 효

과 으로 구조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이 방법으로는 장에서의 작업성 등을 고려할 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이 제원 변화에 따른 구조성능 개선에

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편, 앵커헤드에 기존 비 

고강도의 소재를 용할 경우 항복거동을 지연시켜 변형을 

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되나, 상  강도의 소재를 사용할 경우 

장에서의 소재 수 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따라서 강연선의 고강도화 등 새로운 설계조건에 

응하여 앵커헤드를 개선해야할 경우 앵커헤드 상하면에 형

성된 구멍의 크기나 간격을 조 하고 앵커헤드의 두께를 조

씩 증가시키는 방법을 병용하여 최 의 상세를 도출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리스트 싱 강연선의 정착장치  앵커헤

드의 거동특성에 해 해석 으로 분석하 다. 앵커헤드와 

지지 강 , 기 등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해 

(contact) 조건을 설정하 다. 기와 강연선 간의 물림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체거동을 한다고 가정하 다. 해석

결과로부터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앵커헤드의 상세 비선형거동을 측하는 데에는 요소

크기 2mm 정도 수 으로도 충분하며, 강연선과 기

의 재료 비선형 거동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구조해석 시 기의 기 치는 최종 해석결과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앵커헤드의 거동은 기와의 상호거동에 의해 나타나

기 때문에 해석 시 정확한 거동을 분석하기 해 

기와 앵커헤드의 경사각도 변화에 따른 특성을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

(4) 22개의 강연선을 정착할 수 있는 앵커헤드의 해석결

과 앵커헤드 두께가 5mm 변화 시(80mm~85mm) 

응력은 약 7% 수 , 변 는 약 38% 수 까지 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헤드 상하면에 치한 구

멍의 크기나 간격을 약 1mm 변화 시 응력은 거의 

변하지 않으나 변 는 약 15% 수 까지 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앵커헤드의 변형을 제어하는 측면에서 량 증가 비 

가장 효과 인 방법은 앵커헤드 상하면에 형성된 구

멍의 크기나 간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실 구조물

에서는 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 으로 용되

기 해서는 앵커헤드의 두께변화 한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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