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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at effect of anchor plate on concrete breakout strength was evaluated. The addition of the anchor 

plate is to improve the concrete breakout capacity for a single anchor system in a thin-walled concrete panel (Insulated concrete 

sandwich wall panel). In this study, an elasticity-based simplified model was developed and used to predict effect on the anchor plate. 

Flexural stresses of the plate with respect to the concrete breakout strength obtained from CCD (Capacity Concrete Design) approach 

were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Through the test results, while the concrete breakout strength was improved due to increment of 

the width and thickness of the anchor plate, improvement of the strength was steadily declined. In addition, the It was observed that 

the analytical and experimental flexure of the anchor plate was comparatively in good agreement using the simplified elastic analysis 

model.

Keywords : concrete breakout capacity in tension, effect on an anchor plate, thin-walled concrete panel, 

elasticity-based simplified model

1. 서    론1)

중단열 콘크리트 외벽시스템(insulated concrete sandwich 

wall panel system)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와 외부의 콘크리트 패널 사이에 단열재를 적용한다. 

이러한 외벽시스템은 얇은 콘크리트 패널로 구성되어있

으며, 콘크리트의 외부 패널에 선 설치된 앵커를 이용하

여 건축물 외부의 슬래브/보 등에 고정시키는 방식을 적

용하고 있다.
1-3)

 Fig. 1은 일반적인 커튼월과 중단열 외벽 

시스템의 지지부 상세(panel to beam connection)를 나타

낸 것이다. Fig. 1(a)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단일부재로 구

성된 일반적인 커튼월형 패널의 지지부는 바람 또는 지

진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내부에 삽입되는 앵커 시스템의 묻힘깊이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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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형 철근을 갈고리 형태로 구부려서 앵커 시스템

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착길이를 충분히 확보해야한

다.
3)

 그러나, 40 mm에서 100 mm의 얇은 패널로 구성된 

중단열 커튼월 시스템은 내부 콘크리트 패널(Fig. 1(b) Ⓐ 

참고)에 갈고리 형태의 앵커 시스템을 삽입시키기 때문

에 묻힘깊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그

룹 앵커를 적용하거나 단일 앵커에 플레이트나 워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외력에 대한 지지부의 구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6)

 그룹 앵커는 2개 이상의 앵커를 일

체화 거동시키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일 

앵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단열 외벽시스

템과 같이 얇은 콘크리트 패널은 단일 앵커에 플레이트

를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앵커 시스템의 정착 성능(pullout resistance)에 대한 연

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는 콘크

리트의 파괴강도(concrete breakout capacity)를 보다 정확

히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과 해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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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nection of the typical curtain wall (b) Connection of the sandwich wall panel

Fig. 1 Comparison between typical curtain wall and sandwich wall panel

Fig. 2 Projected area of failure surface of KCI 2012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7,8)

 최근에, Yang
4)
에 의해 

수행된 인장력을 받는 앵커시스템의 콘크리트 파괴 강도

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성론기반의 탄성해석을 통해 최적 

파괴 형상(optimum failure surface ceneratrix)과 콘크리트

의 파괴 강도를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유효 묻힘깊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현재 기준식이 보

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험을 통해 앵커의 머

리 너비에 비례하여 콘크리트의 파괴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기준식은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1년에는 앞서 제안

된 소성론 기반의 해석방법을 여러 종류의 앵커 시스템

에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5)

 이 연구를 통해 콘크리

트 파괴 강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앵커 플레이트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

선형 계수(nonlinear coefficient, m)를 제시하였다. 여러 연

구문헌을 통해 플레이트나 앵커의 머리 너비 등이 콘크

리트의 파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플레이트의 설치가 콘크리트의 파괴 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플레이트의 크기(너비×두께)를 합리

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는 현재까

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앵커 시스템의 파괴 강도와 

관련된 연구는 대구경 앵커 또는 묻힘깊이가 깊은 실험

체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중단열 외벽 시스템과 

같이 얇은 벽체에 적용되는 앵커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플레이트의 너비/두께 변화가 콘크

리트 파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탄성론 기반 앵커 플레이트의 해

석모델을 이용하여 앵커 플레이트가 콘크리트 파괴 강도

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이 연구는 중단열 외벽 시스템의 지지부와 같이 

얇은 콘크리트 패널에 적용되는 앵커 시스템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2. 앵커 플레이트의 설계

2.1 KCI 2012 설계식 검토/비교

현재 국내외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서 인장력에 저항하

는 앵커 시스템의 콘크리트 파괴 강도에 대한 설계 기준

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9)

(이하 

KCI 2012)은 CCD(concrete capacity design)이론을 바탕으

로 콘크리트 파괴 강도를 산정한다. Fig. 2는 플레이트가 

고려된 앵커에 대한 KCI 2012(실선, )의 파괴 투영 반

경을 나타낸 것이다. 플레이트/워셔의 추가에 의한 확장

된 투영 면적을 콘크리트 파괴강도 산정시 고려한다. 그

러나, KCI 2012의 확장된 투영 면적()은 플레이트 너비

(

)와 상관없이 앵커의 머리 너비의 가장자리(


)에서 

플레이트의 두께(

)만큼 확장시킨 지점부터 35도의 경사

각이 이루는 거리를 의미한다.
10,11)

 따라서, 플레이트 두께

의 변화없이 너비를 증가시켰을 때 콘크리트 파괴 강도 

산정식에서 정확히 플레이트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또한, 플레이트/워셔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만 크기(너

비 및 두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

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플레이트의 영향을 예측

하기 위해서, 다음절에 제시한 앵커 플레이트의 해석모

델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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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plified elastic analytical model of anchor system with a steel plate (b) Elastic analytical model of the anchor plate

Fig. 3 Elasticity based simplified elastic anchor model

2.2 앵커 플레이트의 탄성해석 모델

이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플레이트가 적용된 단일 

앵커시스템을 형상화하였다. Fig. 3(a)는 앵커에 인장력

()이 작용했을 때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힘을 도식화한 

것이며, Fig. 3(b)는 Fig. 3(a)에 대한 단순화된 탄성해석

모델에서 플레이트의 일부분을 자세히 나타낸 것이다. 

앵커에 작용하는 힘()과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하중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으며, Fig. 3(a)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플레이트의 너비(

)에 따라 등분포 하중( 


)

을 갖는 것으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해석모델을 단순화

시키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파괴 강도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단열 콘크리트 패널

의 두께는 40～100 mm정도로 콘크리트의 부착응력 등의 

다양한 요소보다 플레이트의 영향이 지배적일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앵커 볼트에 작용하는 힘()은 CCD이

론에 제시된 선설치 앵커 시스템에 대한 콘크리트 파괴 

강도이며, 식 (1)에 제시하였다.


 

 (1)

여기서, 는 콘크리트 공칭 강도, 는 앵커의 유효 깊

이, 그리고 는 선설치 앵커에 대한 상수 값이다.

Fig. 3(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앵커 머리(볼트 머리)의 

가장자리부터 플레이트의 끝까지(  




) 플레이

트 너비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 

)에 대하

여 캔틸레버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

서 제안한 앵커 플레이트의 탄성해석모델(Fig. 3(b))을 바

탕으로 사각형 형태의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휨 응력을 

산정하였다. 휨 응력은 플레이트의 폭을 단위 m로 환산

하여 고려하였다. 휨 응력의 산정 방법은 식 (2)에 자세

히 언급되어 있다.

 





max

 





max

×



(2)

여기서, 는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휨 응력, 은 에 대

한 최대 휨 모멘트, 는 단위 미터당 플레이트의 단면 2

차 모멘트, 는 플레이트의 중립축() 그리고 는 플

레이트의 두께이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 제시된 식을 바탕으로 산정된 플

레이트의 휨 응력이 플레이트의 항복 응력을 초과할 때 

앵커 시스템의 콘크리트 파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강판 플레이트의 재료적 특

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강재는 항복 응력에 도달한 

이후에 항복 후 강성비(α≒0.02)만큼 강성이 감소하기 때

문에 탄성 구간에 비해 발생 변형에 대한 강도 증가율이 

상당히 낮다. 이러한 이유로 탄성 구간 내에서 플레이트

의 설치에 의한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증가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 플레이트의 추가에 따라 콘크

리트 파괴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플레이트의 강재의 재료적 특성

을 항복 후 강성비가 0인 이상화된 탄소성 이선형(idealized 

elasto-plastic bilinear) 거동(Fig. 4 참고)을 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아래, 탄성해석모델을 바탕으로 플

레이트 추가에 의한 콘크리트의 파괴강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Fig. 4는 Fig. 3의 탄성해석모델을 이용하여 CCD이론

에 의해 산정된 콘크리트 파괴강도에 대한 플레이트의 

휨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Fig. 4(a)는 플레이트 너비에 

의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며, Fig. 4(b)는 플레이트 두께에 

의한 영향을 보여준다. Fig. 4(a)와 (b)의 탄소성 이선형 

곡선에 플레이트의 너비 또는 두께의 변화에 따른 플레

이트의 휨 응력을 표시하였다. 여기서 플레이트는 SS400

강재를 고려하였으며, 항복응력은 235 MPa로 가정하였다.

Fig. 4(a)에서 일정한 플레이트의 두께(9 mm)에 대하여 

임의로 플레이트의 너비를 증가시켰을 때, PL130×9 mm

에 대한 휨 응력이 항복 응력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

났다(항복 응력=235 MPa, 휨 응력/항복 응력=98% 수준). 

Fig. 4(b)에서는 일정한 플레이트 너비(130 mm)에 대하여 

플레이트의 두께를 증가시켰을 때, 플레이트의 휨 응력

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L 130×9 mm(항복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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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the test specimens

No. Specimen

Type Detail of anchor system (mm)
Detail of concrete 

panel (mm) Expected 

load 

(kN)

No. of tests

Plate
Anchor 

type

Plate Bolt head
Thickness

Effective

thicknessWidth Thickness Diameter Thickness

1 S-P0-T0 Unconsidered Single 0 0 32 14 100 86 36.8 3

2 S-P50-T9 Considered Single 50 9 32 14 100 77 46.2 3

3 S-P100-T9 Considered Single 100 9 32 14 100 77 46.2 3

4 S-P130-T9 Considered Single 130 9 32 14 100 77 46.2 3

5 S-P200-T9 Considered Single 200 9 32 14 100 77 46.2 3

6 S-P130-T3 Considered Single 130 3 32 14 100 83 46.4 3

7 S-P130-T6 Considered Single 130 6 32 14 100 80 46.3 3

8 S-P130-T12 Considered Single 130 12 32 14 100 74 46.1 3

9 G-P0-T0 Unconsidered Group 0 0 15 12 100 88 51.9 3

A total of specimens 27

(a) Increment of the width of the anchor plate (b) Increment of the thickness of the anchor plate 

Fig. 4 Flexural stress of the anchor plate

=235 MPa, 휨 응력/항복 응력=98% 수준)가 플레이트의 

항복 응력에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성해석모델을 통해 플레이트가 콘크리트의 파괴 강

도에 미치는 영향은 9 mm의 두께에 대하여 130 mm의 너

비까지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며, 130 mm의 너비에 대하여 9 mm이상의 두께

까지 콘크리트 파괴 강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4의 예시를 통해 해당 하중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플레이트의 크기는 휨 응력이 항복 응력

에 가장 근접하는 PL130×9 mm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단순화된 탄성해석모델을 통해 나타난 플레이트

의 영향에 대한 예측 결과를 다음 절부터 언급된 실험연

구와 비교/분석하였다.

3. 실험 계획 및 방법

앞 절에서 제시한 탄성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결정된 플

레이트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된 플레이

트의 너비/두께를 Table 1과 같이 결정하였다. 실험체의 

콘크리트 두께는 중단열 외벽 시스템에 앵커 볼트가 정

착되는 깊이와 동일한 100 mm로 설정하였다. 단일 앵커

는 M22의 볼트를 사용하였으며 그룹 앵커는 두 개의 

M12 볼트를 적용하였다. Table 1을 자세히 살펴보면 플

레이트를 고려하지 않은 S-P0-T0와 그룹 앵커를 적용한 

G-P0-T0 실험체는 플레이트가 보강된 단일 앵커 시스템

과 비교를 위해 고려하였다. S-P50-T9는 ACI 318-11에서 

제시하는 확장된 파괴 투영 면적 산정 방법을 이용하여 

앵커 머리의 가장자리(32 mm)에서 플레이트 두께(9 mm)

만큼 연장시킨 것이다. S-P130-T9는 2절의 예시에서 해

당 하중에 대한 플레이트 크기를 적용한 것이다. S-P100- 

T9와 S-P200-T9는 S-P130-T9을 기준으로 각각 플레이트

의 너비가 작은 값과 큰 값을 갖는 실험체이다. 플레이트

의 두께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체(Table 1의 6부터 9)는 

S-P130-T9를 기준으로 3 mm에서 12 mm까지 3 mm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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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view

(b) Elevation view

(c) Anchor plate detail

(d) Test setup

Fig. 5 Specimen detail and test setup (unit : mm)

로 설정하였다. 3 mm간격으로 플레이트의 두께를 조절한 

이유는 플레이트의 항복 응력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아

래의 경우를 모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1에 

제시된 예상하중은 실험 결과와 비교를 위한 것으로 

Fuchs 등
7)
에 의해 제안된 CCD이론식으로 산정된 것이

다. 실험 결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CCD방법에 근거

하여 5% 파괴확률을 적용한 콘크리트 파괴강도는 의 

값을 10.5로 고려하여 예상하중을 계산하였다.
12)

 이 연구

에서는 Table 1에 제시된 동일한 실험체의 변수에 대하

여 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총 27개(단일 앵커 1개×3+플레이트 보강형 앵커 7개×3+

그룹 앵커 1개×3)의 실험체를 고려하였다. 실험 당일 실

험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평균 25.9 MPa로 나타났으

며, 사용된 플레이트의 항복응력은 256.4 MPa로 조사되었다.

Fig. 5는 앵커 시스템의 인장 실험 현황을 보여준다. 

Fig. 5(a)와 (b)는 실험 계획에 대한 평면도와 입면도를 

나타낸 것이며 Fig. 5(c)에는 실제 실험 모습을 제시하였

다. Fig. 5(a)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험체의 연단 거리 효

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력보는 이방향으로 배치하

였으며 그 위에 가력보를 설치하였다. Fig. 5(b)에서 인장 

그립은 길이가 짧은 앵커 볼트와 유압잭과 연결되어 있

는 전산 볼트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전달

되는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강성을 크게 제작하였다. 가

력은 300 kN의 유압잭을 사용하여 앵커 시스템의 인장 

방향으로 실시하였으며 가력 속도는 유압 펌프의 밸브를 

최소로 개방하여 약 100 kN/sec의 속도로 수동으로 조작

하였다. 하중은 +500 kN에서 -500 kN까지 측정 가능한 로

드셀을 유압잭 아래에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4. 실험 결과

4.1 콘크리트 파괴 강도(concrete breakout capacity)

Fig. 6은 플레이트의 유 ‧무에 대한 실험체 파괴모습을 

보여준다. Fig. 6(a)는 플레이트가 보강되지 않은 S-P0-T0

실험체이며, Fig. 6(b)는 S-P200-T9실험체이다. Fig.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플레이트 유 ‧무와 관계없이 원추형 

콘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플레이트 

보강여부에 따라 파괴면의 투영 반경이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

Fig. 7은 플레이트의 너비(Fig. 7(a))와 두께(Fig. 7의 

(b)) 변화에 대한 콘크리트의 파괴 강도의 평균값을 보여

준다. 또한, 플레이트를 추가한 단일 앵커와 그룹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룹 앵커의 실

험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Fig. 7(a)와 (b)에 제시하였다. 

국내 콘크리트 기준인 KCI 2012에 의해 산정된 콘크리트 

파괴 강도(36.8 kN)는 비교를 위해 함께 나타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일한 실험 변수에 대하여 세 번의 실

험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Fig. 7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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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0-T0 (b) S-P200-T9

Fig. 6 Failure mode of anchor plate in tension

(a) Increment of the width of the anchor plate (b) Increment of the thickness of the anchor plate

Fig. 7 Concrete breakout strength of anchor system in tension

하였다. 이 절에서는 플레이트 추가에 의한 콘크리트 파

괴 강도의 차이를 플레이트 너비 또는 두께의 차이로 나

눈 값(Fig. 7(a)와 (b)의 기울기)을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향상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플레이트 너비 

또는 두께의 증가가 콘크리트 파괴 강도에 미치는 영향

을 면밀히 평가하였다.

Fig. 7(a)에 제시된 것과 같이 플레이트의 너비 증가에 

의해 콘크리트 파괴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00 mm이상의 플레이트를 적용한 경우 이 연구에

서 고려한 그룹 앵커보다 최대 10%정도 높은 콘크리트 

파괴 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트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향상 수준을 살펴보면 50×9 mm의 플레이트

를 추가에 의해 약 0.20 kN/mm의 향상 수준(최초의 향상 

수준)을 보였다. 플레이트의 너비를 50에서 100 mm, 100

에서 130 mm 그리고 130에서 200 mm로 증가시켰을 때 

나타난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향상 수준은 각각 0.13, 

0.10 그리고 0.04 kN/mm로 나타났다. 플레이트의 너비 증

가에 의한 향상 수준은 130 mm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30에서 200 mm까지 플레이트

의 너비를 증가시켰을 때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향상 수

준(0.04 kN/mm)은 최초의 향상 수준(PL50×9 mm의 향상 

수준=0.20 kN/mm)보다 약 8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플레이트의 너비에 따라 작용한 하중()

에 의해 플레이트에 과도한 휨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사

료된다. 이를 통해 해당 실험체의 경우 플레이트의 너비 

증가가 앵커 시스템의 콘크리트 파괴 강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지만, 특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플레이트 너비 

증가에 의한 영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b)를 살펴보면 플레이트의 너비(130 mm)를 일정

하게 고려했을 때 플레이트의 두께 증가에 의해 콘크리

트 파괴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플레이트의 두께가 약 7.5 mm이상일 때 이 연구

에서 고려한 그룹 앵커보다 콘크리트 파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대 29%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트가 고려되지 않은 단일 앵커에 비해 

130×9 mm 플레이트의 추가에 의해 4.0 kN/mm이상의 콘

크리트 파괴 강도의 향상 수준(최초의 향상 수준)을 보였

다. 플레이트의 두께를 3에서 6 mm, 6에서 9 mm 그리고 

9에서 12 mm로 증가시킴에 따라 향상 수준은 각각 0.28, 

1.66 그리고 0.67 kN/mm로 조사되었다. 플레이트의 너비 

증가에 의한 향상 수준과 달리, 플레이트의 두께 증가에 

의한 향상 수준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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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crement of the width of the anchor plate

(b) Increment of the thickness of the anchor plate

Fig. 8 Comparison on ratio of flexure-yielding stress 

between analysis and experiment

트의 두께를 6에서 9 mm로 증가시켰을 때 콘크리트 파

괴 강도의 향상 수준은 최초의 향상 수준(4.0 kN/mm)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

트의 두께를 3에서 6 mm로 증가시킴에 따라 나타난 향

상 수준은 최소값(0.28 kN/mm)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플

레이트 너비에 따라 작용한 하중(w)이 플레이트에 과도

한 변형이 발생하여 높은 향상 수준을 갖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플레이트의 두께를 9에서 12 mm로 증가

시켰을 때 이전 단계인 플레이트의 두께를 6 mm에서 9 mm

로 증가시킴에 따른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향상 수준

(1.66 kN/mm)보다 약 6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플레이트의 두께 증가에 의해 콘크리트 유효 

묻힘깊이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전

체적으로, 플레이트의 두께 증가는 콘크리트 파괴 강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플레이트의 휨 거동 및 콘크리트의 유효 묻힘깊이를 동

시에 고려했을 때 플레이트의 두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탄성해석모델과 실험 결과의 비교

이 절에서는 2.2절의 탄성론 기반 단순화된 탄성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산정된 플레이트의 휨 응력과 실험을 

통해 나타난 플레이트의 휨 응력을 비교하였다. Fig. 8은 

플레이트의 너비(Fig. 8(a))와 두께(Fig. 8(b))증가에 의해 

나타난 플레이트 항복 응력에 대한 플레이트의 휨 응력

의 비(휨-항복 응력 비, %)를 나타낸 것이다. Fig. 8에서 

점선은 2.2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CCD이론에 의해 산

정된 콘크리트 파괴강도에 대한 탄성론 기반 탄성해석모

델을 이용하여 플레이트의 휨-항복 응력 비를 제시한 것

이며, 실선은 실험을 통해 나타난 콘크리트 파괴 강도를 

바탕으로 산정한 플레이트의 휨-항복 응력 비를 보여준다.

Fig. 8(a)와 (b)에 나타난 것과 같이 CCD이론 기반의 

탄성해석모델을 이용하여 플레이트의 휨 응력과 항복 응

력이 가장 근접하는 플레이트의 너비와 두께는 휨-항복 

응력 비가 103.4%수준에 이르는 PL130×9 mm로 조사되

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 나타난 플레이트의 휨-항복 

응력비가 가장 근접하는 플레이트의 크기는 플레이트의 

두께와 너비 증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Fig. 8(a)

에서 플레이트 너비 증가에 의한 휨-항복 응력 비를 살펴

봤을 때 실험 기반 휨-항복 응력 비가 102.7%수준에 해

당하는 플레이트는 PL120×9 mm로 조사되었다. 또한, Fig. 8(b)

에서는 PL130×9 mm의 플레이트가 108.6%의 실험기반 

휨-응력 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

로 플레이트의 항복 응력과 휨 응력이 가장 근접하는 것

으로 나타난 플레이트(PL110×9 mm, PL130×9 mm)와 CCD

이론 기반의 탄성해석모델을 이용한 휨-항복 응력 비의 

차이는 약 5～6%로 조사되었다. CCD이론 기반의 탄성

해석모델의 휨-항복 응력 비가 실험 결과에 비해 다소 과

소평가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연구에서 탄성해석모

델의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부착응력 등 콘

크리트 파괴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

되지 않은 점과 실험에서 나타난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앵커시스템의 콘

크리트 파괴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추후 

연구에 추가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5%

내외로 실험 결과와 CCD이론에 의해 결정된 플레이트의 

너비 및 두께에 대한 휨-항복 응력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앵커의 묻힘깊이가 얕은 콘크

리트의 경우, 탄성론에 의해 플레이트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단순화된 탄성해석모델은 플레이트의 두께와 너

비 증가에 의한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영향을 비교적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중단열 외벽 시스템과 같은 얇은 콘크

리트 패널에 사용되는 앵커의 인장 실험을 통해 플레이

트의 너비와 두께의 증가가 콘크리트 파괴 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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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레이트가 고려되지 않은 단일 앵커에 비해 플레

이트가 적용된 앵커 시스템의 콘크리트 파괴 강도

는 플레이트의 너비 또는 두께의 증가에 의해 최소 

30%에서 60%까지 향상(Fig. 7 참고)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플레이트의 너비 또는 두께를 지속

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향상 

수준(Fig. 7 참고)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플레이트에 과도한 휨 변형이 발생하거나 콘

크리트 유효 묻힘깊이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2) 이 연구에서 고려한 탄성론 기반의 단순화된 해석모

델을 이용하여 CCD이론(너비&두께: PL130×9 mm)과 

실험(너비: PL110×9 mm, 두께: PL130×9 mm)을 통해 

나타난 플레이트의 휨 응력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

는 약 5～6%정도의 차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단

열 외벽 시스템과 같이 얇은 콘크리트 패널(두께: 4

0～100 mm)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된 탄성해석

모델은 콘크리트 파괴 강도에 대한 플레이트의 영향

을 비교적 잘 예측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해석 및 실험은 얇은 콘크리트 패

널에 사용되는 앵커시스템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

되었다. 단순화된 탄성해석모델을 이용한 플레이트에 대

한 영향의 평가 및 플레이트의 너비/두께 결정 방법을 제

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크리트 매입 두께, 플레이트의 

크기, 형상 그리고 강도를 고려한 방대한 양의 실험과 해

석 연구가 추후에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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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플레이트의 추가가 중단열 외벽 시스템과 같은 얇은 콘크리트 패널에 설치되는 단일 앵커 콘크리트의 파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탄성론 기반의 단순화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CCD(concrete capacity design)이론을 통해 나타

난 콘크리트 파괴 강도에 대한 플레이트의 휨 응력을 예측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나타난 플레이트의 휨 응력과 비교하였다. 앵커

의 콘크리트 파괴 강도에 대한 실험은 100 mm의 얇은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플레이트의 크기는 플레이트의 휨 응력과

항복 응력이 가장 근사값을 갖는 PL130×9 mm를 기준으로 계획되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플레이트의 너비 또는 두께 증가에 의

해 콘크리트 파괴 강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콘크리트 파괴 강도의 향상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탄성론 기반의 단순화된 탄성해석모델을 이용하여 해석과 실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콘크리트 파괴 강도에 대한 플레

이트의 영향을 비교적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콘크리트 파괴 강도, 앵커 플레이트의 영향, 얇은 콘크리트 패널, 탄성론 기반의 단순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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