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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a load transfer mechanism of ground anchors, the behavior of multi load transfer ground 
anchor systems was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compression type anchors and tension type anchors. Large 
scale model tests were performed and stress-strain relationships were obtained. The load transfer mechanism of ground 
anchors was also investigated in the field tests. Finally, numerical analyses to predict the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s 
of anchors were conducted. It is concluded that the load transfer characteristics of MLT anchors are mechanically much more 
superior in the pull-out resistance effect than those of existing compression and tension type anchors. From the results of 
research work, we could suggest that the max pull-out capacity of anchor capacity to each the soil condition. Also, the MLT 
anchors can be used to achieve both structural enhancement and economic construction in earth retaining or supporting 
structures.

Keywords: Multi load transfer ground Anchor, Compression type ground anchor, Tension type ground anchor, Load and 
shear stress ratio (τ/F)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앵커의 대표적 유형인 인장형 앵커와 압축형 앵커, 최근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중정착 지반앵커의 

지반 내 거동을 비교, 분석하여 그 적용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형모형실험과 현장시험을 통하여 앵커 유형별 하중-전단응

력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앵커 유형에 따른 하중과 지반강도, 전단응력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으며, MLT 앵커는 인장형 앵커에 비해 1.3배, 압축형 앵커에 비해 1.5배의 인발저항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확장하여 적용할 경우 지반조건에 따른 앵커 유형별로 적용이 가능한 최대 인발 저항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반앵커의 설계 및 시공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MLT 앵커, 압축형 앵커, 인장형 앵커, 하중-전단응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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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목공학에서 지반앵커공법은 1874년 최초 개발된 

이래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으며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난 50여년간 그 공법의 유용성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사용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지반앵커공법은 80년대 이후 깊은굴착, 
옹벽보강, 수압대응, 터널, 절토사면의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Fig. 1은 지반앵커의 적용 

예를 보여준다.
최근에 앵커의 적용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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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lications of ground anchor

며,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앵커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그 공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최근 다양해진 앵커의 정착거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앵커의 대표적 유형

인 인장형 앵커(Tension type anchor) 및 압축형 앵커

(Compression type anchor)와 최근 개발되어 널리 사

용되고 있는 다중정착 지반앵커(Multi Load Transfer 
Ground Anchor System, 이하 MLT)의 정착거동 특성

을 비교, 분석하여 MLT 앵커의 공학적 특성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앵커형식인 인장형 앵커 및 

압축형 앵커와 최근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MLT 앵커에 대하여 하중과 지반강도, 앵커의 정착유

형에 따른 정착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앵커 유형별로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서 MLT 앵커의 설계 및 실제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형모형실험과 수치해석, 현장시험결과의 비

교, 분석을 통한 앵커 정착유형별 하중-전단응력 관계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현장시험을 통한 앵커 

유형별 하중-전단응력 특성 및 탄소성 거동특성 비교, 
분석하였다.

2. 앵커의 정착거동

앵커의 정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반과 그라우

트의 부착저항이며 앵커의 정착유형에 따라 상호 거

동의 차이가 발생된다. Fig. 2는 지반과 그라우트 간 

인발저항의 개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극한 인발저항력 

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 직경(m)
 : 정착 길이(m)

 : 지반과 그라우트의 극한 부착저항력(kN/m2)

여기서, 극한 인발저항력()는 앵커 정착부의 부착

저항력() 성분과 관계되며, 이때 상부지반의 자중

(W)에 의한 성분은 앵커 인발에 따른 지반변위를 구속

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반의 강도와 관계된다. 
또한, 식 (1)에서 부착 저항력( )은 식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 식 (2)에서 부착 저항력은 기본적으로 

지반과 그라우트의 부착력 와 앵커에 작용하는 응

력 , 지반과 그라우트의 마찰각 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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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ad transfer mechanism of ground anchors

Table 1. Surface area of tendon and grout for the large model test

Type of anchor
Strand and anchorage unit Surface area of 

tendon and grout (cm2) Diameter (cm) Length (cm) Quantity

Tension 1.27 125 3 1,496

Compression 8.5 56 1 1,496

MLT 4.7 34 3 1,506

     tan  (2)

 : 지반과 그라우트 사이의 부착력(kN/m2)

 : 앵커에 작용하는 응력(kN/m2)

 : 지반과 그라우트 사이의 마찰각(∘)

한편, 앵커는 정착유형에 따라 지반에 발생되는 

전단응력 분포가 달라지며 또한, 최대 전단응력도 다

르게 나타난다.
Fig. 2는 앵커의 하중 작용점과 지반의 전단응력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①, ②는 인장형과 압축형 

앵커의 정착장(그라우트체)에 하중 작용점과 지반의 

응력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인장형 앵커(①)는 

앵커의 정착장(그라우트체)에 인장응력이 발생 하는 

반면, 압축형 앵커(②)는 앵커의 정착장(그라우트체)
에 압축응력을 받게 된다. 한편, ③은 MLT 앵커의 

하중 작용점을 나타낸 것으로 그라우트체 내부에 다

수의 정착체가 분산 배치됨에 따라 압축형 앵커, 인장

형 앵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응력이 발생된다. 

이처럼 앵커의 정착유형에 따라 정착장 주변지반 및 

그라우트에 작용하는 응력분포 상태가 달라지며 동일

한 지반조건에서 앵커의 최대 인발저항력은 정착유형

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앵커의 정착유형이 다를 경

우 앵커에 정착장 주변지반에 작용하는 전단응력 또

한, 다르게 나타나므로 식 (1)의 최대 인발저항력 

은 앵커의 정착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대형모형실험

3.1 실험개요

앵커의 정착유형별 인발저항특성 및 하중에 대한 

전단응력 특성을 상호 비교하고자 대형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지반조건은 풍화암 조건

을 모사하기 위해 풍화암 압축강도에 대응하는 모형

지반을 조성하였으며, 실제 시공과 동일한 크기의 앵

커를 설치하여 인발시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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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ases of large scale model test

Type of anchor Curing period Test cases

MLT

5 days MLT-C3

9 days MLT-C1

17 days MLT-C2

Tension

9 days Tension-C1

17 days Tension-C2

Compression

9 days Compression-C1

17 days Compression-C2

조성지반의 제원은 직경 1.0 m, 높이 4.0 m의 파형

강관을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지반내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여 앵커 인발에 따른 지반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실험앵커는 MLT 3본, 인장형 

2본, 압축형 2본, 총 7본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앵커의 

목표하중은 300 kN으로 계획하였고 실험앵커의 인장

재는 12.7 mm 스트랜드 3가닥을 사용하였다.
앵커의 종류와 지반강도를 실험변수로 하여 총 7가

지 경우에 대하여 인발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인장형 

앵커의 정착길이는 12.7 mm 스트랜드 3가닥의 주변

면적을 기준으로 스트랜드와 그라우트의 부착저항이 

시험하중 300 kN에 저항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압축형 앵커와 MLT 앵커는 별도의 정착체가 

있는 관계로 정착체의 주변면적과 그라우트의 부착 

저항력이 시험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때 인장재(또는, 정착체)와 그라우트의 부착면적을 

앵커형식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Table 1은 시험에 

사용된 앵커의 유형별로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착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착저항 면적을 나타낸 것

이다. 
또한 Table 2는 실험에 사용된 앵커의 종류와 조성

지반의 양생조건을 나타낸 것으로써 실험대상 지반강

도는 압축형, 인장형의 경우는 실험용 콘크리트 타설 

후 9일, 17일 경과 후의 2가지 경우로 지반강도를 

각각 다르게 하여 실험하였으며 MLT 앵커의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 후 5일, 9일, 17일 경과 후의 3가지 

경우로 지반강도를 각각 다르게 하여 실험하였다. 

3.2 지반물성 및 조성지반의 규모

모형지반의 조성규모는 Coates & Yu (1970)가 제

안한 앵커 인발하중(P)에 따른 주변 지반의 영향범위

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즉, Coates & Yu (1970)는 

앵커인발하중(P)에 따른 주변 지반의 영향범위는 앵

커체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 / ) 및 앵커직경()

과 지반의 영향반경() 고려하여 Fig. 3과 같이 제안

하였다. Fig. 3에서  / =1.0∼10.0인 경우에 z/P
= 0.02 값이 나타나는 범위는  / = 2.5 이내의 조건에

서 나타나며,  / > 7 인 경우에는 앵커인발하중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앵커 인발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직경 1.0 m, 길이 4.0 m의 파형강관을 사용하

였다. 즉, 앵커체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  /   = 1.0∼
2.5의 범위로 계획하였으며 조성지반의 규모는 / 

= 10.0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앵커체와 조성지반의 

탄성계수 비  /   = 1.0∼2.5로 유지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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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 of  -  /  with  /  to tension anchor (Coates & Yu, 1970)

Fig. 4. Relationship of Con'c curing period and compressive strength 

Table 3. The Material properties of modeled ground for large scale model tests

Properties of molded ground
Curing period (days)

On the 5 days
(C3)

On the 9 days
(C1)

On the 17 days
(C2)

Compressive strength (MPa) 4.16 6.15 9.16

Modullus of elasticity (MPa) 10.0 × 103 11.7 × 103 14.0 × 103

Modullus of shearing elasticity (MPa) 4.2 × 103 4.9 × 103 5.8 × 103

조성지반의 압축강도는 12.0 MPa 미만으로 계획하였

으며 이에 따라 조성된 지반의 재령일수와 압축강도 

관계는 Fig. 4와 같다. Fig. 4에서 1st 값은 조성지반의 

9일 강도, 2nd 값은 조성지반의 17일 강도를 나타낸다.
한편, 조성지반의 강도특성은 Table 3과 같고 인발

시험은 시험에 적합한 압축강도 즉,  /   = 1.0∼
2.0, σc = 5.0 MPa∼10.0 MPa 정도의 범위에서 인발시

험을 실시하였다.

3.3 그라우트

실험을 위한 그라우트체는 모든 실험앵커조건에서 

동일한 강도조건으로 설정하기 위해 일정한 배합비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사용재료는 보통포틀랜드 시

멘트를 사용하고 혼화재는 팽창제를 사용하였다. 실
험에 필요한 그라우트 강도는 가급적 지반강도와 비

슷하거나 지반강도의 2.5배를 넘지 않도록 목표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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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xing ratio of grout

w/c Cement Water Admixture
(Expansion agent) Injection pressure

45 % 1,334 kg 600 kg 6 kg Tremie grout

Photo 1. Molded ground for the large scale model test

Photo 2. Steel frame for instrument device installation

를 9.0∼12.0 MPa 범위로 계획하였다. 조성된 그라우

트의 3일 강도를 확인하였을 때 10.0 MPa이 측정되었

으며 조성지반의 목표강도에 맞춰 그라우트의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라우트 작업 날짜를 

조절하여 강도가 일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그라우트의 배합은 Table 4와 같으며 

그라우트의 강도는 압축강도 시험(KS L ISO679)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3.4 지반조성

지반조성은 파형강관 내부에 강재 틀을 이용하여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한 후 레디믹스 콘트리트를 타

설하여 조성하였으며, 이때 추후 천공 홀 확보를 위해 

지반조성시 파형강관 내부에 직경 100 mm의 강관을 

조성지반의 중심부에 거치하였다.
지반조성을 위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천공 홀을 

유지할 정도의 시간(12시간)이 지난 후 파형강관 내부

의 강관(φ100)을 인발하여 천공 홀을 확보하였다. 강
관 제거 후 실험용 앵커체를 천공 홀 내부에 설치하였

으며 레미콘 타설 2일 경과 후, 6일 경과 후, 14일 

경과 후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그라우트의 강도가 3일 

강도기준(10 MPa)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라우팅은 중력식 그라우팅으로 실시하였으

며 Photo 1은 대형모형실험을 위한 지반조성 전경이다.

3.5 계측장치

인발하중에 따른 지반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변형률 게이지를 조성지반 내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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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tandards of instrumentation devices

Sorting Data logger Swich box Load cell LVDT Strain gauge Cylinder Hyd. jack

Capacity Ch. 30 Ch. 150 1,000 kN 100 mm 5 mm 1,000 kN 1.5 HP

Sensitivity - - 10 kN 0.01 mm 0.02% - -

Maker TML TML G.M TML TML Enerpac Enerpac

Fig. 5. Locations of strain gauge for the large scale model test

이를 위해 별도의 강재 틀을 제작하였으며 변형률 

계측용 강재의 자체적인 처짐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형강봉(10)과 L형강(t : 5.0 mm)을 이용하

여 높이 4.0 m 직경 1.0 m의 철골 구조물을 Photo 
2와 같이 제작하여 파형강관 내부에 고정하였다.

실험과정에서 인발력의 측정은 G.M사의 하중계를 

이용하였고 인발에 의한 변위는 TML사의 50 mm 
LVDT를 사용하였다. 측정자료는 TML사의 Data 
Logger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시험에 사용된 계측

장비의 주요 사양은 Table 5와 같다.

3.6 계측위치

인발하중에 따른 앵커와 지반의 상대적인 변형률 

및 조성지반의 전단응력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여 지반의 변형률을 측정하였

다. 변형률 게이지는 얇은 강재(t : 2 mm)의 상단에 

부착하고, 이것을 조성지반의 천공 홀을 중심으로 

120°씩 3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였으며, 게이지 

설치위치는 Fig. 5와 같다. 인장형 앵커와 압축형 앵커

는 변형률 게이지를 500 mm 간격으로 3.0 m 구간에 

각 21개소씩 설치하였고 MLT 앵커의 경우 지반의 

변형률을 좀 더 자세히 측정하기 위해 변형률 게이지

를 250 mm 간격으로 3.5 m구간에 총 45개소를 설치하

여 지반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3.7 실험수행

실험을 위한 인발하중은 정열하중(Alignment load, 
A.L) 이후, 100 kN, 200 kN, 300 kN의 3단계로 구분하

여 적용하였다. 한편, MLT 앵커의 경우 정착체가 

각기 다른 위치에 분산 배치되고 이에 따른 인장재의 



김지호ㆍ정현식ㆍ권오엽ㆍ신종호

32

Table 6. Loading step for the large scale model test.

Loading step Initial Load ( ) step 1 (0.33  ) step 2 (0.67  ) step 3 (1.0  )

Load (kN) 50 100 200 300

Time (min) 5 min.

Table 7. Results of load and shear stress to the large scale model test. 

Strength of molded ground 
(kPa) Type of anchor

Load (kN)
Remarks

100 200 300

6,150 (C1)

MLT 34.3 58.8 102.9

Shear stress
(kPa)

Tension 39.2 83.3 156.8

Compression 82.2 156.8 254.8

9,160 (C2)

MLT 29.5 64.9 106.2

Tension 35.4 82.6 141.6

Compression 82.6 153.4 259.6

4,160 (C3) MLT 33.6 67.2 117.6

길이가 서로 다르므로 인장방법이 기존 앵커와 달라

야 한다. 즉, 인장재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인장재의 

축 강성()이 달라져 하중 증감 시 동일하게 인장

변위가 발생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동시인장 

시와는 달리 인장재 각각에 대해 개별인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인장형, 압축형 

앵커의 경우는 센터 홀 방식의 유압잭을 사용하였으

며 MLT 앵커의 경우는 인장재 각각의 인장이 가능한 

개별 유압잭을 사용하였다. 각 하중 재하단계는 Table 
6과 같다.

3.8 실험결과

대형모형실험 결과는 앵커 유형별 하중-지반강도-
전단응력 관계로 정리하였다. 변형률 게이지를 통해 

얻어진 측정값은 전단응력으로 변환하였으며 조성지

반의 전단탄성계수는 조성지반의 압축강도를 기준으

로 추정하였다. 대형모형실험 결과, 동일하중조건에

서 최대전단응력의 크기는 압축형＞인장형＞MLT 
순으로 나타났으며 Table 7, Fig. 6과 같다.

Fig. 6은 지반강도, 시험하중 단계에 따른 앵커 유형

별 하중-전단응력 분포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서, Fig. 6(a)는 인발하중 100 kN 작용시 지반강도에 

따른 전단응력분포이며 Fig. 6(b)는 인발하중 300kN 
작용시 지반강도에 따른 전단응력분포이다. 한편, 
Fig. 6(c), (d)는 동일한 지반강도 조건에서 하중에 

따른 전단응력분포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정착장 주변지반의 전단응력 

분포는 압축형의 경우 정착장 최하단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반면, 인장형의 경우에는 정착장 최상단보

다 약간 아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MLT 앵커

의 경우에는 정착장 주변지반의 전단응력 분포가 정

착장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이 확인되

었다. 
한편, Coates & Yu (1970)는 지반의 탄성계수와 

앵커체의 탄성계수 비()에 따른 인발하중과 이

에 따른 최대 전단응력 관계를 Fig. 7과 같이 제안한 

바, 본 대형모형실험 결과를 Coates & Yu의 연구결과

와 비교, 검토하였으며 결과는 Table 8, Fig. 8과 같다.
Fig. 8은 대형모형실험 결과를 인발하중에 대한 

전단응력 관계( )를 정리한 것이며 Fig. 8(b)는 

앵커체의 탄성계수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가 

1.0에 가까운 지반강도 9,160 kPa인 조건에서 실험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검토결과, 인장형 앵커의 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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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00 kN C1, C2 (b)  = 300 kN C1, C2

(c) C1,  = 100 kN,  = 300 kN (d) C2,  = 100 kN,  = 300 kN 

Fig. 6. Distributions of shear stress at large scale model test

Fig. 7. Variation of bond stress with depth along the ground/grout interface of fixed anchor length with  /  (after Coates 
and Yu,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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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load and shear stress at large scale model test

Strength of molded ground 
(kPa)

Load (F)
kN

MLT Tension Compression

τ τ / F τ τ / F τ τ / F

6,150

100 34.3 0.34 39.2 0.39 82.2 0.82

200 58.8 0.29 83.3 0.42 156.8 0.78

300 102.9 0.34 156.8 0.52 254.8 0.85

9,160

100 29.5 0.30 35.4 0.35 82.6 0.83

200 64.9 0.32 82.6 0.41 153.4 0.77

300 106.2 0.35 141.6 0.47 259.6 0.87

4,160

100 33.6 0.34 - - - -

200 67.2 0.34 - - - -

300 117.6 0.39 - - - -

(a) Ea/Er = 1.28, σc = 6,150 kPa

(b) Ea/Er = 1.07, σc = 9,150 kPa

Fig. 8. Relation of load and    at large scale mode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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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eometry condition with cross sectional for suitability tests

Table 9. The properties of ground and grout for suitability test

Compressive strength Modulus of elasticity (kPa) Modullus of shearing elasticity (kPa)

Ground Grout Ground Grout Ground Grout

Weathered rock 20 MPa 500,000 2.1 × 107 190,000  8,000,000

Table 10. The properties of admixture

Type of 
admixture

Mixing ratio of 
grout

The rate of 
expansion

Compressive strength (MPa)

1’st day 2’nd day 3’rd day 5’th day 7’th day

EO-2.5 2.5 % 2.2 - - 26.6 30.5 34.7

EO-1 1.0% 2.3 27.1 32.6

단계별 인발하중에 대한 전단응력관계( )는 평균 

  ≒ 0.41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Coates 
& Yu (1970)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압축형 앵커, MLT 앵커의 실험결과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ig. 8(b)에서 앵커 유형별   평균값은 

압축형 = 0.81, 인장형 = 0.41, MLT = 0.31의 값을 

나타낸다. 결과에서 나타난   관계를 이용하여 앵커 
유형별 전단응력을 정리하면 MLT 앵커는    , 
인장형 앵커    , 압축형 앵커는    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MLT 앵커는 인장형 앵커보다 1.3배, 압축형 앵커보다

는 2.6배의 인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4. 현장시험

4.1 개요

현장시험은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도로 건설

공사 중 개착터널 갱구부 우측 사면보강 공사 현장에

서 실시하였다. 본 현장시험에서는 세 가지 앵커 유형

(인장형, 압축형, MLT)에 대하여 시험하중 단계별 

전단응력 분포특성과 탄.소성 거동특성, 앵커의 유효 

자유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형별 각 1개소씩 총 

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앵커시험 절차는 적합성시험(Suitability test)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상세한 절차는 Sia. Edition Ground 
Anchors (1977), B.S 4447 (1973)에 따른 하중제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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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mension of anchors for suitability test

Type of
anchor Design load Strand Bonded

length
Unbonded

length
Jacking
length

Total
length

MLT

400 kN 12.7 × 4EA

3.0 m 12.0 m 1.5 m 16.5 m

Tension 4.0 m 11.0 m 1.5 m 16.5 m

Compression 1.0 m 14.0 m 1.5 m 16.5 m

Fig. 10. Dimension of anchors for suitability test

식으로 수행하였다. 

4.2 대상지반

대상사면의 지반조건은 지표면 상부로부터 최대 

약 10.0 m 하부까지 붕적층 및 풍화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풍화암 층으로 구성된 사면이다. 앵커 

정착장의 위치는 Fig. 9와 같이 풍화암층에 거치하였다.
현장시험에 적용된 앵커체의 탄성계수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가 약 40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라

우트 강도보다 지반강도가 약함을 의미한다. 이는 대

형모형실험의 조건과는 다소 상이하나 본 현장시험의 

목적은 대형모형실험 조건보다 불리한 실제 현장조건

에서 앵커의 정착유형별 실제거동을 확인하기 위함이

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의 그라우트 강도는 25 MPa 
이상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 그라우트의 강도 

20 MPa이상 확보되었을 때 인장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시험의 경우 그라우트의 배합비는 대형모형실험

의 배합비(Table 4)를 적용하였으며 조강제(EO-2.5)
를 사용하여 그라우트 강도가 20 MPa 이상 확보되었

을 때 인발시험을 실시하였다. Table 9는 대상지반과 

그라우트의 물성치를 보여주며 그라우팅 작업에 사용

된 조강제의 특성은 Table 10과 같다.

4.3 현장 적합성시험

4.3.1 시험앵커 제원

앵커 정착 유형별로 하중 재하단계에 따른 전단응

력 분포특성과 최대전단응력, 앵커와 지반의 탄.소성 

거동 및 시험앵커의 유효 자유장 등의 앵커유형별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MLT 1개소, 인장형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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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ocations of strain gauge for suitability test

Table 12. Loading step for suitability test

Loading step Load (kN) Increase loading

Alignment load 50 0.125      ￫   

Step 1 160 0.4      ￫ 0.4   ￫  
Step 2 240 0.6      ￫ 0.6   ￫  
Step 3 320 0.8       ￫ 0.8   ￫ 
Step 4 400 1.0       ￫ 1.0   ￫ 
Step 5 480 1.2       ￫ 1.2   ￫ 
Step 6 540 1.35       ￫ 1.35   ￫  

압축형 1개소 총 3개소에 대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하

였으며 시험앵커 제원은 Table 11, Fig. 10과 같고 

인장재는 KSD SWPC 7002 규격의 7연선 스트랜드를 

사용하였다.

4.3.2 시험 및 계측장비

시험앵커는 1,000 kN 규격의 유압 실린더와 1.5 
HP의 유압펌프를 이용해 인발하였으며 인발 도중에 

발생되는 변위는 TML사의 100 mm LVDT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각 단계에서의 인발하중은 1,000 kN 
용량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라우트 

및 지반의 전단응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대형모형

실험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강재용 변형률 게이지

를 Fig. 11과 같이 설치하였다. 
이때 변형률 게이지는 천공경 외벽에 별도의 강재

를 부착하여 심도별로 설치하였으며 시험 중 측정된 

자료는 TDS-303 Data logger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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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Site of view for suitability test

4.3.3 앵커시험 수행

시험하중은 설계하중(Design load, D.L) = 400 kN
을 기본 규격으로 정하였고, 하중 재하단계는 초기 

정열하중(Alignment load, FA.L) 이후, 목표하중( 

=1.35 D.L) 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세 가지의 앵커

형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초기 정열하중(FA.L)
은 설계하중의 20%를 넘지 않도록 FA.L = 50 kN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목표하중은 설계하중의 1.35배인 

 = 540 kN을 적용하였다. 단계별 하중재하 조건은 

Table 12와 같으며 Photo 3은 앵커시험 전경을 보여준다.
시험은 하중제어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각 하중재

하 단계에서 변위가 수렴되는 것을 확인하고 하중-늘
음량을 측정하였다. 늘음량 측정은 100 mm 규격의 

LVDT를 이용하였으며 하중의 측정은 유압펌프의 게

이지 읽음값과 로드셀에서 나타나는 값을 비교하였다.
로드셀의 계측값과 유압펌프의 게이지 읽음값은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하였으며 일정 하중 유지시간 

동안에 하중의 오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반의 전단

응력은 하중재하 1단계와 목표하중 단계에서 설치된 

변형률 게이지를 이용하여 지반의 전단변형률을 측정

하였으며 지반의 전단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전단응력

으로 변환하였다.

4.4 시험결과

세 가지 유형의 앵커에 대한 현장시험을 통하여 

앵커의 정착유형에 따른 하중-전단응력 관계 및 탄.소
성 거동특성을 확인하였다. 각 앵커의 늘음량 관계는 

각 정착유형별 자유장 조건(길이)가 상이하여 비교의

미가 없으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다만, 앵커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효 자유장 길이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때 앵커에서의 유효 자유장은 

설치된 앵커에 대한 실제 자유장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앵커의 인발력이 작용하는 실질적인 하중 작

용점 예측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유효 

자유장은 식 (3)과 같이 산정된다(Model Specification 
for Prestressed Ground Anchors, 1989, FIP, 1982).



∙∙
×

  (3)

여기서,  : 유효자유장(m)

At : 긴장재 단면적(mm2)
Es : 긴장재 탄성계수(kPa)
 : 각 시험하중에 대한 탄성변위(mm)

F : 초기 정열하중(Alignment Load, FA.L)
을 제외한 시험하중(kN)

한편, 유효 자유장 길이의 상･하한선은 식 (4), (5)를 

기준으로 하였다.

Tension Type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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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on type anchor

(b) Compression type anchor

(c) MLT type anchor 

Fig. 12. Load-displacement diagrams for suitability test, deformation increases with load increments.

Compression Type :
 ≤ ≤    (5)

즉, 앵커유형별 유효 자유장 길이는 식 (4), (5)를 

만족하여야 한다. 
앵커의 유형별 적합성시험 결과는 Fig. 12와 같으며 

앵커의 하중-변위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 그래프이다.
인장형 및 압축형, MLT 앵커의 적합성시험 결과 

각 하중재하 단계별 앵커변위는 총 변위의 상한치와 

하한치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ig. 
12(a)에서 인장형 앵커의 하중-변위 관계는 단계별 

하중의 변위 상한치에 가깝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발하중 증가에 따른 앵커정착

부의 인장균열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적합성

시험에서의 탄.소성 변위곡선으로 소성변위는 총 변

위에서 탄성변위를 제외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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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ension type anchor (b) Compression type anchor

(c) MLT type anchor

Fig. 13. Results of elastic and plastic displacement at suitability test

Fig. 13에서 앵커 유형별 소성변위는 목표하중 재하

단계에서 인장형＞압축형＞MLT 순으로 나타났으

며 소성변위는 지반앵커의 장기 안정성과 관계된다. 
한편, 각 앵커의 유형별 늘음량 관계는 앵커 유형별로 

자유장 길이가 상이하므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유

효 자유장 길이로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MLT = 
14.01 m, 인장형 = 12.16 m, 압축형 = 15.14 m로 

확인되어 모두 관련기준 식 (4), (5)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형 앵커에서 유효 자유장은 당초 설계 자유장

보다 0.66 m 길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장형 

앵커에서 지반 내 최대응력의 작용위치가 정착장 최

상단부에 집중됨으로서 정착장 상단부에서 인장균열

에 의한 하중전이현상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실제 정착장은 3.34 m로 설계 정착장의 약 83.5%만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압축형 앵커의 유효 

자유장은 당초 자유장보다 0.36 m 짧게 나타났으나 

이는 유효 자유장의 허용오차가 ±10%인 점을 고려한

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MLT 앵커의 유효 자유장은 13.99 m로 MLT 앵커

의 정착 고정체 정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효 자유장과 설계 자유장의 오차가 상대적으

로 적으며 이에 따른 앵커의 소성변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앵커의 정착유형별 적합성시험에 따른 전단응력분

포 특성은 1단계 하중과 목표하중 재하단계에서 측정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Fig. 14는 현장시험에서 앵커 정착유형별 전단응력 

분포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형모형실험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적합성시험에서 확인된 인장

형 앵커의 최대전단응력은 정착장 상부에 집중하는 

반면, 압축형 앵커의 최대전단응력은 정착장 최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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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s of load and shear stress of suitability test

Type of anchor Load (kN)
Distance of bottom (m)

0.00 0.50 1.00 1.50 2.00 2.50 3.0 3.5 4.0 4.5 5.0

Tension
160

τ (kPa)
0 0 0 0 15 36 46 63 72 10 0

540 0 0 10 29 57 108 175 236 266 162 2

Compression
160

τ (kPa)
125 93 61 23 4 0 0 0 0 0 0

540 456 399 270 135 65 23 8 0 0 0 0

MLT
160

τ (kPa)
40 25 44 29 46 31 48 34 11 0 0

540 137 99 146 118 156 124 165 110 48 10 0

Fig. 14. Distributions of shear stress at suitability test

Table 14. Results of load and shear stress ratio(τ/F) at suitability test

Load (F) kN
MLT Tension Compression

τ τ / F τ τ / F τ τ / F

160 48 0.3 72 0.45 125 0.78

540 165 0.3 266 0.49 456 0.84

부에서 측정되었다. 한편, MLT 앵커는 최대전단응력 

분포가 정착장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을 보여

준다. 
Table 14와 Fig. 15는 현장실험 결과를 전단응력과 

인발하중과의 관계( )로 정리한 것이며, 앵커체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가 40인 조건에서 실험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검토결과 앵커 유형별   값은 

압축형 = 0.81, 인장형 = 0.47, MLT = 0.31의 값을 

나타낸다. 즉. 앵커 유형별 전단응력을 정리하면 MLT 

앵커는    , 인장형 앵커,    , 압축형 

앵커는    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작용하중대비 앵커 정착유형에 

따라 지반 내 전단응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뜻하며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인발 가능한 하중크기는 MLT 
＞인장형＞압축형 순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현장시험 결과에서 확인된 앵커 유형별 소성

변위 특성은 Table 15, Fig. 16에 나타냈다. 최대시험

하중 단계에서 소성 변위량은 MLT = 2.54 mm,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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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d-shear stress (b) Load - τ/F

Fig. 15. Results of load and shear stress ratio (τ/F) at suitability test

Fig. 16. Diagram of plastic displacement at suitability test

Table 15. Results of Plastic displacement at suitability Test

Step A.L A.L1 A.L2 A.L3 A.L4 A.L5 A.L6

Load (kN) 50 160 240 320 400 480 540

Plastic displacement

MLT 0.00 0.62 0.92 1.23 1.65 2.08 2.54

Tension 0.00 1.29 2.34 3.79 5.52 7.42 8.95

Compression 0.00 1.35 1.98 2.65 3.60 4.75 6.17

형 = 6.17 mm, 인장형 = 8.95 mm로 지반의 전단응력

이 압축형＞인장형＞MLT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는 다르게 소성 변위량은 인장형＞압축형＞MLT 순
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압축형 앵커보다 인장형 앵커

의 소성 변위량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인장형 앵커의 

인장균열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인장형 앵커의 유효 자유장 길이가 당초 설계길이에 

비해 증가된 양이 다른 앵커보다 많은 것으로도 설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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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ross section and boundary condition for numerical analyses (Standard Fixities)

Fig. 18. Interface modelling for numerical analysis

5. 수치해석

5.1 개요

앵커의 정착 유형별 수치해석을 통하여 인발하중과 

전단응력의 관계, 지반의 하중전이 분포, 지반변위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실제 실험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유사

지반에서 설치된 대형 모형실험 결과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은 범용적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PLAXI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2 지반요소 및 구조요소의 모델링

본 해석에 적용될 대상체는 크게 연속체 요소와 

구조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연속체 요소는 해석결과

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모든 요소망 작업 시 15절점 

요소를 적용하였다.
한편, 구조요소는 크게 Beam, Geotextile, anchor 

요소 등으로 구분되며, 본 해석에서 각 앵커의 인장재

(Strand Tendons)는 앵커 로드(anchor rod) 요소를 

적용하였고, 앵커 정착체 요소는 앵커체 제원별 입력

이 가능한 앵커(anchor body) 구조체를 적용하였다.

5.2.1 경계조건

본 해석에서 적용한 경계조건은 다음 Fig. 17과 

같이 경계면 A는 수평변위를 구속하고 경계면 B는 

수평, 수직, 회전변위를 구속하여 앵커체와 주변지반 

거동이 최대한 실제 지중에서의 거동과 유사하도록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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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구조체 및 경계면(Interface)의 모델링

앵커 모델링에서 중요한 인자는 앵커체(grout body)
와 힘을 전달하는 인장재, 인장재에 가해지는 인장력

이다. 이러한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지반을 연속체로 모델링하고 앵커체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반의 응력 변

화를 확인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지반구조 및 하

중변화에 따른 앵커 거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수치해석에서는 보다 정밀한 앵커 거동을 모사하

기 위해 강선과 그라우트 사이에서 부착에 의한 영향

과 앵커체와 지반과의 경계면에서의 인터페이스를 

Fig. 18과 같이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앵커유형에 따른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1) 인장재(Anchor rod)의 모델링 

일반적으로 앵커 구조체에서 자유장(Unbonded 
Length)은 외력에 대한 인장재 자체의 탄성변형이 

발생하므로 외력에 대한 자유장부의 인장효과를 고려

하기 위해 절점 간(Node -to-Node)의 스프링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2) 앵커 정착장(Anchor body)의 모델링

앵커 구조체에서는 정착장부의 앵커체 자체의 주변

부 저항능력이 발생하므로 앵커 정착장의 축 강성을 

고려하되, 그라우트(④)와 주변 지반(⑤)과의 인터페

이스 강도지수(Rinter)는 1.0으로 고려하였다.

(3) 지반 모델링

“PLAXIS” 프로그램에서는 강재와 주면 토체의 

강도 차가 클수록 인터페이스 강도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강도지수를 1.0 이하의 값으로 적용함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지반-구조물 모델링 시 경계요소 간의 급격한 

강성 차의 변화로 수치해석의 오류방지와 해석과정의 

수렴오차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된다. 따라

서, 본 해석에서는 이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를 제어하

기 위하여 “PLAXIS” 메뉴얼상의 추천치를 적용하였

다. 즉, 인장재와 주면 가상두께(virtual thickness, ①)
와의 인터페이스 강도지수는 “PLAXIS” 메뉴얼 추천

치인 0.5를 적용하였으며, 강연선과 주면 그라우트

(④) 사이의 공간영역(③)에 대한 인터페이스 강도지

수는 0.8을 적용하였다. 한편, 천공경 내 빈 공간으로 

존재하는 비 부착 경계면(Friction-Less Interface, ②)
은 무 강성의 경계요소로 적용하였으며 그라우트(④)
와 주변 지반(⑤)과의 인터페이스 강도지수는 1.0으
로 고려하였다.

각 앵커 유형별 수치해석을 위한 앵커 및 지반 모델

링도는 Fig. 19와 같다. Fig. 19(a)는 인장형 앵커와 

지반 모델링 및 인터페이스 경계면을 보여주며 Fig. 
19(b)는 압축형 앵커, Fig. 19(c)는 MLT 앵커의 지반 

모델링 및 경계면을 보여준다.

5.3 수치해석 변수

5.3.1 지반 물성치

앵커의 정착유형과 지반강도에 따라 앵커의 인발거

동 및 지반의 하중전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앵커 정착 

유형별 지반조건과 하중조건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지반조건은 

토사 및 풍화암, 연암 범위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본 수치해석에서 지반조건은 그라우트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를 기준으로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실시

하였으며 앵커유형은 정착유형에 따라 인장형, 압축

형, MLT로 구분하였으며 각 경우의 하중조건은 100 
kN, 200 kN, 300 kN을 적용하였다. 각 해석변수를 

고려한 수치해석 Case는 Table 16과 같으며 적용지반

의 물성치는 Table 17과 같다. 

5.3.2 앵커제원 및 적용 물성치

수치해석에 적용된 각 앵커유형은 Fig. 20과 같으

며, 각 앵커 규격은 Table 18과 같다.
수치해석을 위한 각 앵커 유형별 앵커체는 다음 

Table 19와 같이 구분되며 각 적용 물성치는 Table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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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on type anchor

(b) Compression type anchor

(c) MLT type anchor

Fig. 19. Anchor-interface and ground modelling and for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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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ases of numerical analysis

Ea/Er Load (kN) MLT Tension Compression

40

100 MLT-L100-C1 Tension-L100-C1 Comp.-L100-C1

200 MLT-L200-C1 Tension-L200-C1 Comp.-L200-C1

300 MLT-L300-C1 Tension-L300-C1 Comp.-L300-C1

10

100 MLT-L100-C2 Tension-L100-C2 Comp.-L100-C2

200 MLT-L200-C2 Tension-L200-C2 Comp.-L200-C2

300 MLT-L300-C2 Tension-L300-C2 Comp.-L300-C2

1

100 MLT-L100-C3 Tension-L100-C3 Comp.-L100-C3

200 MLT-L200-C3 Tension-L200-C3 Comp.-L200-C3

300 MLT-L300-C3 Tension-L300-C3 Comp.-L300-C3

Table 17. Ground material properties of each numerical analysis case

Ea/Er Unit weight
(kN/m3)

Cohesion
(kPa)

Internal friction 
degree (°)

Young's modulus 
(kPa) Poisson ratio

40 20.0 40.0 33 5.0×105 0.33

10 22.0 100.0 33 2.0×106 0.33

1 25.0 500.0 40 2.0×107 0.22

 Ea/Er : A ratio of anchor grout to ground young's modulus 

Fig. 20. Anchor structure types for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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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haracteristic of anchor type for numerical analysis

Type of anchor Bonded length (m) Unbonded length (m) Total length (m)

Tension 4.0 6.0 10.0

Compression 1.0 6.0 10.0

MLT 3.0 7.0 8.0 / 9.0 /10.0

Table 19. Characteristic of tendon fixed zone for numerical analysis

Type of anchor Anchor body

Tension PC strand + Grout

Compression Bearing member of compression type  + Grout

MLT Unit anchors + Grout

Table 20. Anchor body condition of each case for numerical analysis

Type of anchor
Young's modulus (kPa) Sectional area (m2)

Note
Strand Grout Strand Grout

Tension

2.0 × 108 2.0 × 107

9.8 × 10-5 1.3 × 10-2 anchor tension. body

Compression 5.7 × 10-3 7.0 × 10-3 anchor compression body

MLT 1.7 × 10-3 2.7 × 10-3 anchor unit body

Table 21.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to each case

Ea/Er Load
case

Max. shear stress (kPa) Axial displacement (× 10-3 mm)

MLT Comp. Tension MLT Comp. Tension

40

100 kN 9.0 18.1 16.0 0.086 0.110 0.164

200 kN 21.8 39.4 32.3 0.184 0.247 0.415

300 kN 36.4 52.4 50.3 0.291 0.464 0.527

10

100 kN 10.4 28.5 26.9 0.023 0.025 0.055

200 kN 24.8 49.0 41.2 0.049 0.062 0.123

300 kN 40.9 77.4 60.4 0.075 0.103 0.167

1

100 kN 12.4 38.8 30.3 0.002 0.003 0.005

200 kN 30.9 59.4 46.8 0.005 0.006 0.019

300 kN 47.5 88.8 77.4 0.008 0.011 0.043

5.4 수치해석 결과

각 앵커 유형별 수치해석 결과 앵커 축 변위 분포와 

앵커 주변 전단응력 분포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1은 해석결과를 최대 전단응력과 최대 축변위

를 나타낸 것이다. 앵커의 인발하중에 대한 정착장 

주변지반의 전단응력은 인발하중이 증가할수록 커지

는 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1은 해석결과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그라우트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 Ea/Er = 40 및 인발하중 100 kN 
조건에서의 해석결과이다. Fig. 21(a)는 인장형 앵커

의 전단응력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착장 상부에 

응력이 집중되어 나타나며, Fig. 21(b)는 압축형 앵커

의 전단응력 분포로 정착장 하부에 응력이 집중되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1(c)는 MLT 앵커의 

전단응력 분포이며 압축형, 인장형에 비해 비교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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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on type anchor

(b) Compression type anchor

(c) MLT type anchor

Fig. 21. Shear stress contour in the final stage (Ea/Er=40, F=100 kN)

착장 전체에 고르게 분포함을 보여준다. 
앵커 유형별 수치해석 결과를 지반강도와 인발하중

에 따른 전단응력 분포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최대전단응력은 대형모형실험, 현장시험 결과와 유사

하게 압축형＞인장형＞MLT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단응력 분포특성도 인장형 앵커는 정착장 상부에, 
압축형 앵커는 정착장 하부에, MLT 앵커의 경우 정착

장 전체에 고르게 분포함이 확인되었다. Fig. 22는 

수치해석 결과를 앵커 유형별 지반과 앵커의 탄성계

수 비(Ea/Er)에 따른 인발하중과 전단응력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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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on type anchor (b) Compression type anchor (c) MLT type anchor

Fig. 22. Variation of shear stress with depth along ground-grout 

비교한 것이다. 인장형 앵커의 경우는 Fig. 22(a)와 

같이 지반-앵커체(그라우트) 강성비가 클수록 최대 

전단응력 분포는 앵커 정착장 상단에 집중됨을 보여

주며 또한 Coates & Yu (1970)의 연구결과와 같이 

강성비가 클수록 즉, 지반강도가 작을수록 지반 전단

응력의 분포는 앵커 정착장 전체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함을 보여준다.
반면, 압축형 앵커의 하중-전단응력 관계는 Fig. 

22(b)와 같이 지반-앵커체(그라우트) 탄성계수 비와 

무관하게 최대 전단응력 분포는 앵커 정착장 하단에

서 발생됨을 보여주며, MLT 앵커의 전단응력 분포는 

Fig. 22(c)와 같이 비교적 앵커 정착장 전체에 고르게 

분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앵커 정착유형별 전단응력 분포특성은 앵커

체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Ea/Er)가 클수록 최대전단

응력의 크기는 압축형 > 인장형 > MLT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교적 강도가 작은 지반에서 앵커의 

정착 효율이 MLT > 인장형 > 압축형의 순임을 간접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앵커체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Ea/Er)가 작을

수록 즉, 지반강도가 클수록 최대 전단응력의 크기가 

인장형 > 압축형 > MLT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반이 강한 경우 앵커의 정착효율이 MLT 
> 압축형 > 인장형의 순으로 발휘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6. 결 론

지반앵커의 대표적 유형인 인장형 앵커 및 압축형 

앵커와 근래에 개발되어 널리 적용되고 있는 다중정

착 지반앵커(MLT)에 대한 거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하

여 대형모형실험, 현장시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결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앵커의 정착 유형별 인발하중에 대한 정착장 주변

의 전단응력 분포는 압축형 앵커의 경우 정착장 

하부에 집중되고, 인장형 앵커의 경우는 정착장 

상부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LT 
앵커의 경우 비교적 정착장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대형모형실험 결과, 인장형 앵커의 경우는 앵커체

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Ea/Er) ≒ 1.0 조건에서 

인발하중에 대한 전단응력비(τ/F) ≒ 0.41로 분석

되어 Coates and Yu (1970)의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동일한 조건

에서의 압축형 앵커는 τ/F = 0.81, MLT 앵커는 

τ/F = 0.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지반

조건에서 일정한 인발하중 작용시 발현 가능한 최

대 인장력 크기는 MLT > 인장형 > 압축형 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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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3. 풍화암 정착지반 조건에서 각각의 앵커형식에 대

한 현장 적합성 시험결과 인장형 앵커의 유효자유

장 길이는 당초 설계 자유장보다 0.66 m 길게 측정

되었다. 이는 인장형 앵커의 경우 지반 내 최대응력

의 작용점이 정착장 최상단부에 선행 집중된 후 

점차 정착장 하부로의 하중전이현상에 따른 것으

로 판단되며, 압축형 앵커와 MLT앵커의 유효 자유

장은 설계자유장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앵커의 소성변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4. 현장시험에서 인발하중에 대한 전단응력 비(τ/F)

는 압축형 앵커 τ/F = 0.81, 인장형 앵커 τ/F = 
0.47, MLT 앵커 τ/F = 0.31로 대형 모형실험 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지반

조건에서 일정한 인발하중 작용시 지반에 발생하

는 최대전단응력 크기는 압축형 > 인장형 > MLT 
앵커 순으로 발생함을 의미하며, 동일한 지반조건

에서 발현 가능한 최대 인장력 크기는 MLT > 인장

형 > 압축형 순임을 의미한다.
5. 수치해석결과, 인장형 앵커의 경우 Coates and Yu 

(197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앵커체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Ea/Er)가 클수록 지반전단응력 분포

는 앵커 정착장 전체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압축형 앵커와 MLT앵

커에 대한 지반전단응력 분포 검토결과 압축형 앵

커는 정착장 하단에 최대전단응력이 분포하며, 
MLT 앵커의 경우는 앵커 정착장 전체에 고르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수치해석에서 인발하중에 대한 전단응력 비(τ/F)

는 압축형 > 인장형 > MLT 앵커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일정한 인발

하중 작용시 지반에 발생하는 최대전단응력 크기

는 앵커체와 지반의 탄성계수 비(Ea/Er)가 클수록 

압축형 > 인장형 > MLT 앵커 순으로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발현 가능한 최대 인장력 크기는 MLT > 인장형 

> 압축형 순임을 알 수 있었다.
7. 본 연구에서는 현장시험시 풍화암 지반을 기본 

모델로 하였으나, 보다 연약한 지반 정착조건(풍화

대 이하 지반)을 대상으로 앵커 정착 유형별 지반강

도-하중-전단응력 관계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연약한 지반조건에

서 보다 효율적인 앵커공법을 선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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