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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근가와 기존근가의 하중에 따른 변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Displacement Measurement of the Earth Surface by 
Load for Root Anchor Block and Rectangle Anchor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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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compared and analyzed for safety 1.2m rectangular anchor block and arch-type root anchor 

block. First,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ree-dimensional nonlinear method by numerical model test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Visual FEA". Then, measure displacement of the surface of the earth after construct each 

anchor block at 14M electric pole and increase loads through field verification tests for safe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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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 용 콘크리트 주의 지지력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주근가는 1.2m 장방형 주근가와 아치형 주근가 두 종류

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장에서 1.2m 장방형 주

근가는 주로 백호우(Back-hoe)를 이용하여 시공하고, 아치

형 주근가는 오거크 인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주근가

는 지표면으로부터 75㎝ 아래 지 에 설치하며 지반이 연약

한 장소에서는 근가의 수를 증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한 

하 용 주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근가를 설치해

야 한다[1],[2].

배 용 선로의 말단 주와 같은 개소는 보다 큰 주의 

지지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개소

이다. 하지만 장 여건상 지선설치가 곤란하거나 지선근개 

미확보 등으로 인한 지지력 보강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하

여 경사 주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주가 도괴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지력이 많이 요구되는 개소에 지

선설치와 더불어 지선 보강용으로 기 근가 설치를 제안하

여 이로 인한 안 성을 기존 장방형 근가와 비교하여 그 결

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행 시공 근가 사양

그림 1 1.2m 장방형 주근가 사양

Fig. 1 Specification of the 1.2m rectangle anchor block

그림 2 아치형 근가 사양

Fig. 2 Specification of the arch-type concrete anchor block

2.2 근가의 기능 검토

주에 근가를 설치하는 목 은 지반공학 으로 2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에 한 인장력이며, 둘째

는 회 에 한 고정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선에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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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항력의 역학  특성 이론식을 참고한다.

2.2.1 인장 항 기능

그림 3은 사질토 지반 속 말뚝의 괴형태, 수평지반 반

력분포  휨 모멘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말뚝의 최  모

멘트가 항복모멘트보다 작으면 짧은 말뚝으로 취 한다. 짧

은 말뚝의 회 심은 말뚝 선단 부근으로 가정하고 이 부

근에 작용하는 높은 토압은 말뚝 선단에 집 하 으로 치

하고 말뚝 선단에서 모멘트를 취하여 수평 항력 Hu를 다음

과 같이 구한다[3],[4].

 


                   (1)

여기서 γd는 말뚝의 직경이며, L은 말뚝의 근입깊이, e는 

지표면과 횡합력의 하 의 길이, Kp는 수동토압계수이다. 그

림 3은 식 (1)로부터 구한 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a) Short piles

(b) Long piles

그림 3 사질토 지반 속 두부자유말뚝

Fig. 3 The free head piles inside the sandy soil

f의 치가 식 (2)와 같을 때 최 모멘트 Mmax는 식 (3)

과 같이 구해진다.

  




                     (2)

max  

                     (3)

여기서 f는 최 모멘트가 발생하는 치이고, H는 극한 

지지력, Hu는 수평 항력이다.

식 (1)의 Hu를 이용하여 구한 Mmax가 My보다 크면 긴 말

뚝으로 취 하여 이 경우의 Hu는 식 (4)와 (5)로부터 구한다.

  



                   (4)

  

                 (5)

이 식의 결과는 그림 4에 도시되어 있으며, e/d와 

My/KpXd
d
의 값으로 Hu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 짧은 말뚝의 수평 항 계수

Fig. 4 The horizontal coefficient of resistance of the short 

piles

그림 5 긴 말뚝의 수평 항 계수

Fig. 5 The horizontal coefficient of resistance of the long 

piles

2.2.2 회 항 기능

항 이 있는 것이 지반속에서 회 될 때 turque(T)는 

베인에 의해 형성되는 원통형 수직 단면의 항모멘트(Tv)

와 원형수평 단면의 항모멘트(Th)의 합으로 (6)식과 같다.

                     (6)

베인의 회 으로 인하여 수직 단면에 발생하는 단응

력의 분포가 균일하며 평균 단응력을 Suv라고 가정하고 수

평 단면에 발생하는 단응력은 베인 심에서 베인날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최 단응력(Suh)에 근하므로 (7)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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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가 모델 해석 모델

    

그림 8 Case 1 해석단면

Fig. 8 Cross-sectional analysis of Case 1

Case 1 Case 2

기 근가

그림 7 근가 비교실험 모식도

Fig. 7 Schematic diagram of a comparison test of anchor 

blocks

   






                 (7)

여기서 n은 단응력의 분포에 따른 값이이고, D는 베인

의 직경이다. 이에 한 모식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실험 모식도  교란 역

Fig. 6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and disturbance areas

수직 단면에서 발생한 torque(Tv)와 수평 단면에서 발

생하는 torque(Th)는 단면에서 발생하는 단응력과 다음

과 같은 계가 있다.

 ××




              (8)

  




  ×××              (9)

  







  

  




여기서 H는 베인의 높이(h=2d)이다. 그러므로 베인의 소

요된 체 torque는 단응력과 식 (10)의 계를 갖는다.







              (10)

2.3 시뮬 이션 실험방법

주의 지지력에 안 성 평가를 해 그림 7과 같이 두 

가지 Case로 실험을 해석하 으며, Case 1은 1.2m 장방형 

주근가를 바닥면이 지표면으로부터 75㎝ 깊이에 치하고 

바로 아래에 직각방향으로 근가한개를 더 두어 2개의 근가

를 설치하는 경우로 기존근가를 모델링한 것이며,  Case 2

는 아치형 주근가를 바닥면이 지표면으로부터 75㎝ 깊이

에 치하고 기 근가를 주 둥으로부터 20㎝  지 에 

치하도록 설치한 경우로 기 근가를 모델링하 다. 통상

으로 하부에 설치되는 아치형 근가를 기 근가라 칭한다.

시뮬 이션 시험을 두가지 Case로 비교한 이유는 기존 

주근가의 경우 안 상의 이유로 바닥면까지 굴착이 어렵

고, 흐트러진 토질에서는 지표지 의 변 시험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방식 로 시험을 진행하 으며, 평행방향보

다 직각방향의 변 가 더 게 발생하여, 기 근가의 비교

상으로 삼았다.

본 실험은 인가하 에 한 지표지 의 변 를 비교실험 

한 것으로 하  증분은 0㎏ 부터 2,000㎏ 까지 200㎏ 간격으

로  증가시켰으며 하 이 발생한 치는 14m 주 상

단으로부터 25㎝ 아래 지 에서 수평하 을 가하면서 주 

지표지 의 변 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

2.4 시뮬 이션 해석

시뮬 이션 실험을 한 수치모형을 해석하기 하여 유한

요소 해석 로그램 Visual FEA를 이용하여 3차원 비선형 

방법을 이용하 으며, 콘크리트 근가의 압축강도는 1.77kN/

㎠(180㎏f/㎠)로 한 표 구매규격(ES-8340-0001)에 명기되

어 있어 그를 따랐다[6],[7].

2.4.1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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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Case 1의 기존근가(직각방향 2개)를, 그림 9는 

Case 2의 기 근가( 주 둥으로부터 20㎝)의 해석모델 단

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근가 모델 해석 모델

     

그림 9 Case 2 해석단면

Fig. 9 Cross-sectional analysis of Case 2

기 근가에 한 인발 항 평가를 하기 하여 Case 1과 

Case 2의 2가지 모델을 표 1과 같이 Case에 하 을 고려하

여 모델을 시뮬 이션 하 다.

표   1  모델의 종류

Table 1 The type of analysis model

근가모양
하  용(0∼2000㎏f, 

200㎏f간격)

기존 주근가 

(직각방향으로 2개 설치)
CASE-1

기 (root) 근가 

( 주 둥에서 20cm  설치)
CASE-2

2.4.2 입력제원

1) 근가 재료성질

근가의 재료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1.77kN/㎠(180㎏f/㎠)을 

기 으로 한 표 구매규격(ES-8340-0001)에 명기되어 있어 

그를 따랐으며 다음과 같다.

표   2  근가의 공학특성

Table 2 The engineering characteristic of the anchor block

단 량

[㎏f/㎤)

압축강도

(㎏f/㎠)

탄성계수

(㎏f/㎤)
와송비

0.00235 180 200,000 0.18

2) 지반

기존 주근가는 인력 는 백호우 굴착으로 굴착범 가 

넓어 지반을 흐트러진 지반으로 가정하 다. 기 근가는 오

거크 인 굴착에 의한 흐트러진 지반이 어 느슨한 지반으

로 가정하 다.

입력조건은 표 3과 같다.

표   3  지반의 특성

Table 3 The characteristic of ground

구  분
단 량

(㎏f/㎤)

착력

(㎏f/㎠)

내부마찰

각(°)

탄성계수

(㎏f/㎠)

와송

비
Ko

느슨한   

지반
0.0017 0.5 25 200 0.30 0.5

흐트러진 

지반
0.0017 0.5 25 50 0.30 0.5

3) 재료 입력모델

지반  근가(콘크리트)의 재료입력은 Solid 요소를 용

하여 표 4와 같이 입력하 다.

표   4  재료 입력모델

Table 4 The material input model

구  분 느슨한 지반
흐트러진 

지반
근  가   주

입

력

값

메 쉬

2.4.3 경계조건

경계조건은 외곽면에서의 Normal 방향으로 고정되게 하

고 선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표 5와 같이 입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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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계조건 모델

Table 5 The boundary condition model

구 분 바닥 측  면  면 모 서 리

입력값 하 재하 -

경계

조건

모델도

2.4.4 시뮬 이션에서의 하  재하방법

하 재하는 0～2,000㎏f를 가하기 해 200㎏f 간격으로 

 증가하도록 가하여 산정하 다. 하 이 발생한 치는 

주 최상단으로부터 25㎝ 아래 지 이다. 특고압 1회선 장

주에서 완철의 치에 해당하는 지 이기 때문에 수평하

과 수직하 에 한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지 을 하  발

생 치로 정하 다[8],[9].

표   6  하  경계조건

Table 6 Load boundary condition

단 계 모델도

Case 1

[기존근가 

2개(직각)]

단 계 모델도

Case 2

[아치형근가

+

기 근가]

2.5 장실험방법

장에서 실증실험을 통해 시뮬 이션으로 해석내용을 검

증하 다. 시뮬 이션 실험과 마찬가지로 Case 1은 1.2m 장

방형 주근가 2개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Case 2

는 아치형 주근가를 바닥면이 지표면으로부터 75㎝ 깊이

에 치하고 기 근가를 주 둥으로부터 20㎝  지 에 

설치한 경우 인가하 에 한 지표지 의 변 를 측정하

다[10],[11].

시뮬 이션 실험과 마찬가지로 하 이 발생한 치는 

14m 주 상단으로부터 25㎝ 아래 지 에서 수평하 을 가

하면서 주 지표지 의 변 를 측정하 으며, 배 용 주

로 사용되는 하 용 주의 설계하 이 700㎏이기 때문에 

하 증분은 0㎏부터 700㎏까지 100㎏ 간격으로 증가 시

켰다[12].

(a) Case 1 (b) Case 2

그림 10 근가 비교실험

Fig. 10 A comparison test of the anchor blocks

그림 11 장 실증실험 개략도(Case 2)

Fig.  11 Schematic diagram of fil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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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실험은 충북 지역 총 3군데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12 하 에 따른 지표면 변  측정 장실험

Fig. 12 Field test of displacement measurement of the 

earth by load

장 실증실험에서의 하 재하 방법은 0㎏부터 700㎏까지 

100㎏ 간격으로 증가 시켰다. 14m 하 용 주의 설

계하 이 700㎏f이기 때문에 실험의 안 상 장 실험에서

의 최 하 은 700㎏f로 정하 다. 하 이 발생한 치는 시

뮬 이션에서의 치와 동일하다.

2.6 실험결과

2.6.1 시뮬 이션 실험 결과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Visual FEA를 이용하여 3차원 

비선형 방법으로 해석한 결과 하 에 따른 Case 1과 Case 

2의 지표지 에서 변 는 다음 표 7  그림 13과 같다. 

표   7  하 에 따른 지표 변  측정값

Table 7 A average displacement of the surface of the earth 

by load

구   분

하 에 따른 지표변 (mm)

200

(kgf)

600

(kgf)

1,000

(kgf)

1,400

(kgf)

1,800

(kgf)

2,000

(kgf)

Case 1

[기존근가 2개(직각)]
2.5 7.6 13.2 18.6 24.1 27.1

Case 2

[아치형근가+기 근가]
0.9 2.9 4.9 7.1 9.3 10.4

그림 13 하 에 따른 지표 변

Fig. 13 A displacement of the earth surface by load

실제 14M 하 용 주의 설계하 은 700㎏f이지만, 고

강도 주나 강 주와 같은 가혹한 조건을 고려하여 2,000㎏

f의 하 까지도 시뮬 이션 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하  

1,000㎏f일 경우 지표지 에서 Case 1은 13.2㎜, Case 2는 

4.9㎜ 으며, 최 하  2,000㎏f일 경우 지표지 에서 Case 1

은 27.1㎜, Case 2는 10.4㎜로 Case 1은 Case 2에 비해 변

가 최  2.6배 크게 나타났다. 이는 Case 1보다 Case 2의 

근가 지지력이 우수하며 주 안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2.6.2 장 실증실험 결과

그림 14와 같이 하 에 따른 지표지 의 평균변  그래

에서 보여지듯이 최 하  700㎏f 인가시 Case 1은 측정이 

불가능 하 으며, 600㎏f 인가시 91.7㎜의 평균값을 보 고,  

Case 2는 700㎏f에서 35.3㎜의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Case 1

이 Case 2에 비해 변 가 3～9배 크게 발생하 다. 이는 

Case 1 보다 Case 2가 하 에 한 주 지지력의 우수함

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하 에 따른 평균 지표변

Table 8 A result of displacement measurement of the earth 

surface by load

설치근가 횟수

하 에 따른 평균 지표변 (mm)

100
(kgf)

200
(kgf)

300
(kgf)

400
(kgf)

500
(kgf)

600
(kgf)

700
(kgf)

Case 1
[기존근가
2개(직각)]

1 20 36 51 65 78 89
측정
불가　

2 22 40 57 74 90 101
측정
불가　

3 19 35 50 63 75 85
측정
불가　

평균 20.3 37.0 52.7 67.3 81.0 91.7 -

Case 2
[아치형근가

+
기 근가]

1 2 5 10 15 21 27 35

2 3 7 14 20 26 33 40

3 2 4 9 13 18 24 31

평균 2.3 5.3 11.0 16.0 21.7 28.0 35.3

그림 14 하 에 따른 평균변

Fig. 14 An average displacement by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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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기존 1.2m 장방형 주근가 2개(Case 1)와 기 근가

(Case 2)에 한 시뮬 이션 실험과 장 실증실험에 의한 

안 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시뮬 이션 실험 결과에 있어

서 인가하 이 2,000㎏f 일 때, 지표면에서 변 값은 기존 

주근가(Case 1)가 최  27.1㎜, 기 근가(Case 2)가 최  

10.4㎜로 기 근가(Case 2)에 비해 2.6배 크게 나타났다.

장 실증실험에서도 시뮬 이션 실험과 마찬가지로 

1.2m 장방형근가 2개(Case 1)와 기 근가(Case 2)의 안 성

을 비교․분석한 결과 하 에 따른 지표지 의 변 는 기

근가(Case 2)가 작게 발생하 으며, 이는 시뮬 이션 실험과

도 일치한다. 

따라서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에 의하면 기 근

가를 설치함으로써 1.2m 장방형 근가에 비해 주에 한 

지지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가 있고, 주의 안 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기 근가를 표 근개 미확보개소 

 장력방향과 지선각도가 부 정한 개소 는 주도괴의 

험성이 있는 개소에 설치하여 사용한다면 안 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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