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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deformation occurs on slope reinforced with anchor, shear stress and bending stress are applied on the shear 

surface along the slip surface and increase of the shear deformation causes the tension force variation of the anchor. 

In this study, shear test was performed by measuring the tension force of the anchor by inducing shear deformation 

in vertical direction of the anchor using a large-scale direct shear test equipment in order to confirm the tension force 

variation of the anchor induced by shear deformation. The shear test was performed for 8 conditions which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nchor reinforcement, separation distance (1D, 2D, 4D) from the shear surface to bonded part and 

the lateral-pressure condition (0.1 MPa, 0.2 MPa) of adjacent ground. As a result of the shear test, it was found that 

the separation distance and the lateral-pressure condition affect the shear force of the ground reinforced by anchor and 

the tension force of the anchor, and experimentally verified that the shear force variation is related to axial force variation 

of the anchor head and tip.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behavior of the bonded part induced by the shear 

deformation can be indirectly predicted by analyzing the tendency of the tension force variation of the anchor head.

 

요   지

앵커가 보강된 비탈면에 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활동면을 따라 전단면에 전단응력과 휨 응력이 작용하게 되고, 

전단변형의 증가는 앵커의 긴장력 변화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단에 따른 앵커의 긴장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앵커의 수직방향으로 전단변형을 유발하여 앵커의 긴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형 직접전단시험기를 통해 전단시

험을 수행하였다. 전단시험은 앵커 설치 유무, 정착부에서 전단면까지의 이격거리(1D, 2D, 4D) 및 측압(0.1MPa, 0.2MPa)

을 변수로 총 8가지 조건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였다. 전단시험 결과, 이격거리와 주변지반의 측압은 앵커가 설치된 

모형 지반의 전단력 및 앵커의 긴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단력 변화는 앵커 두부 및 선단부의 

축력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앵커 두부에서의 긴장력 변화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앵커 

정착부에서의 전단변형에 따른 거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Shear test, Tension force variation, Earth anchor, Shear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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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앵커공법은 천공 후 강연선을 설치하고, 그라우트 타

설 후 긴장력을 도입하는 공법으로 굴착에 따른 초기 

변형을 억제할 수 있어 비탈면 보강 및 흙막이, 구조물

의 부력방지 등의 다양한 용도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앵커는 본당 400kN 내외의 비교적 큰 긴장력을 도입하

므로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

은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지반에 설치한 앵커의 긴장력은 시간경

과에 따라 저하되며, 저하율은 지반의 종류나 주변여건

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앵커의 설계시에는 초기 긴장

력 도입시 세트량에 의해 손실되는 긴장력 외에도 정착

후의 PS 강재의 릴렉세이션, 지반의 크리프를 모두 고려

하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 Jeong(2017)은 앵커의 긴장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초기 긴장력은 정착헤드의 정착조건과 

인장재의 기계적 특성에 의해 1차적으로 감소하고, 이

후에는 대부분 정착장의 정착조건과 주변 지반특성에 

기인한 시간 의존적인 정착거동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앵커는 상기 요인 외에도 재료의 부식, 시공시 

정착지반의 불확실성, 지하수위의 변동, 외력 등의 요인

에 의해 긴장력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앵커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긴

장력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Kim(2015)

은 57개 비탈면을 대상으로 331개의 앵커에 대해 리프

트오프 시험(lift off test)을 실시한 결과, 설계 긴장력 대

비 잔존 긴장력이 평균 46.36～62.21%로 손실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긴장력 손실과 비탈면의 안정성 관계를 

분석하여 앵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Lee(2015)는 암반에 설치한 마찰형 앵커를 대

상으로 장기계측을 실시한 결과, 27～84kN의 긴장력이 

손실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총 손실량의 80%가 3개월 

이내에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60%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력은 대부분 설치 초기에 손실된다고 하였다. 앵커

의 긴장력 측정방법으로 Sung(2012)은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인장형 앵커의 긴장력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으

며, Jeong(2017)은 상대변위 측정기를 이용한 잔존 긴장

력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앵커 긴장력 변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장

기계측을 통해 앵커의 긴장력 손실 경향을 분석하거나, 

긴장력 측정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

으며, 긴장력 증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앵커는 활동력 대비 부족한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므로 앵커의 긴장력 변화는 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앵커의 긴장력 저하는 복합적 요인에 의

해 발생할 수 있으나, 정착부의 인발저항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긴장을 실시하는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관

리될 수 있다.

그러나 비탈면에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활동면 

주면지반에 전단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앵커의 길

이방향 변형을 유발하여 앵커의 긴장력은 증가할 수 있

다. 또한 전단변형의 증가는 그라우트의 손상과 강연선

의 파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앵커 긴장력의 증가

는 비탈면의 활동 및 붕괴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비탈면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탈면 활동에 따른 전단변형 발생시 

앵커 긴장력의 변화거동을 파악하고자 대형전단 모형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전단변형에 따른 앵커보강 지반

의 전단력 변화, 앵커 두부 및 정착부의 긴장력 증가 경

향을 측정･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앵커가 보강된 비탈면에 활동이 발생하면 활동면을 

따라 전단면에서는 전단방향의 외력이 작용하게 되고, 

주변지반의 전단변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앵커의 변

형량이 증가하여 앵커의 긴장력은 증가할 수 있다. 전단

구간의 앵커체를 단순화하면 Fig. 1과 같다. 

앵커는 정착부의 방식에 따라 마찰형과 압축형, 복합

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별로 앵커 하중작용

점의 위치가 다르다. 마찰형 앵커는 정착장의 선단에 하

중작용점이 위치하며, 압축형 앵커는 정착장 끝단에 집

중되어 분포한다(Fig. 2). 본 모형시험에 적용된 앵커는 

강연선과 그라우트가 부착되어 일체 거동하는 마찰형 

앵커를 모사하였으며, 자유장부는 PE관을 사용하여 그

라우트와 강연선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비탈면에 설치되는 앵커는 예상 파괴면

을 기준으로 정착부와 가상 전단파괴면과의 거리를 0.1

∼0.15H(비탈면의 높이) 이격하여 여유 있게 설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활동면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며, 예상 파괴면보다 깊은 심도에서 파괴가 발생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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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view of field condition (b) Simplification of anchor body in shear section

Fig. 1. Shear behavior of anchor at the slip surface

Fig. 2. Loading point by ancho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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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지반반력계수

 : 네일의 횡변위

 : 네일의 축방향 좌표

 : 네일에 작용하는 횡토압( 

)

 : 네일의 직경

Fig. 3. Shape of soil nail by bending moment and shear force (Schlosser, 1982)

그라운드 앵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서

는 앵커의 긴장력이 10% 이내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

며, 10% 이상 변화시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20% 이

상 증가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 그러나 이

는 앵커의 설계축력이 강연선의 허용 인장력 대비 여유 

있게 설계되고 있음을 가정한 것이며, 해당 축력의 증

가를 야기하는 전단변형의 크기와 전단변형에 따른 앵

커의 거동은 미 고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지반의 전단변형에 따른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축력과 전단력, 휨 저항을 고려하

는 쏘일네일 공법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축력만을 

기대하는 앵커의 거동과는 상이하다. 그러나 두 공법 모

두 그라우트 내에 설치되어 주변지반에 구속되어 있고, 

비탈면에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단변형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Schlosser(1982)는 탄소성이론을 적용하여 전단에 따

른 인장, 전단, 휨 모멘트 발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Marchal(1984)는 실험적 연구를 통해 네일의 

파괴는 파괴면과 네일의 교차점에서 인장･전단에 의하

여 일어날 수 있고, 파괴면 바깥에 위치한 최대 휨모멘

트 발생지점에서 소성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Schlosser(1982)는 횡 하중을 받는 말뚝과의 유사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지반반력계수를 이용하여 전단영역 

양쪽으로 위치한 네일의 길이가 3

를 초과할 때 네일은 

무한히 긴 좌우대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이길이를 

약 10cm라 하였다(Fig. 3). 전이길이는 휨 모멘트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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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verview of test equipment

(a) Side boundary condition (b) Upper boundary condition

Fig. 5. Boundary condition of test equipment

대로 발생하는 위치이며, 영향거리는 30cm 정도로 유추

할 수 있다. Hong(2018)은 대형 전단시험기를 이용하여 

네일 보강지반에 대한 전단거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영향거리는 40cm라고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

를 종합하면, 전단변형에 따른 보강재의 거동은 주변지

반의 토압 변화 및 전단영향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라우트의 직경(D)을 기준으

로 전단면에서 정착부까지의 거리 변화(1D, 2D, 4D)를 

변수로 하여, 전단영향 범위 내에 정착부가 위치하는 조

건에 대해 모형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정한 상대밀

도의 모래지반으로 모형지반을 조성하므로 측압(0.1MPa, 

0.2MPa)을 재하하여 응력 수준 변화에 따른 앵커의 거

동을 분석하였다.

3. 모형시험

3.1 모형시험기

모형시험기 내부는 400(B)×400(H)×2440(L)mm의 크

기로 전단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제작되었으며, 

토조 내부는 마찰이 없는 조건을 모사하였다(Fig. 4). 모

형시험기 우측의 고정부는 Beam에 고정하여 변위발생

을 억제하였으며, 좌측의 전단부는 하부에 롤러를 설치

하여 전단방향 이외의 운동을 배제하였다. 

또한, 모형지반 조성 완료 후에는 덮개판을 볼트로 

고정하여 주변지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일러턴시를 

방지하였으며, 덮개 내부에 롤러를 설치한 뒤틀림 방지

용 덮개를 추가 설치하였다. 시험기의 전면부에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모형지반의 측면에 압력을 재하 할 

수 있는 재하판을 설치하였다. 시험기의 배면부에는 42

개의 segment로 분리하여 토압측정용 재하판을 설치하

였으며, 각 토압측정용 재하판 배면에는 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Load cell을 설치하고, 전단면을 중심으로 좌

우 대칭으로 21개씩 배치하였다(Fig. 5). 

3.2 모형지반

모형지반은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여 샌드커튼(sand 

curtain)방식으로 균질한 지반을 조성하였다. 강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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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nd rainer (b) Building of model ground 

Fig. 6. Foreground of sand rainer and model ground 

Fig. 7. Grain Size accumulation curve Fig. 8. Result of direct shear test

Table 1. Result of laboratory soil tests

Particle-size 

distribution

Maximum dry 

unit weight

(


)

Minimum dry 

unit weight

(


)

Unit 

weight

(

)

Relative 

density

(

)

Specific 

gravity

(

)

Internal 

friction angle

()

Cohesion 

(c)



=2.59



=1.47 (SP)

17.32 kN/m
3

15.56 kN/m
3

16.83 kN/m
3 74.2% 

(dense)
2.63 38.0° 0 kPa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trand wire (KS D 7002-1988)

Type
Stand diameter

(mm)

Cross section 

area (mm
2
)

Unit weight

(kg/km)

Tensile test (kN) Elongation

(%)

Relaxation (%)

Yield load Tensile load N L

SWPC

7B
12.70 98.71 774

156

more

183

more

3.5

more

8.0

less

2.5

less

는 400(B)×400(L)×1300(H)mm의 크기로 강사높이와 강

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강사장치 하부에는 

롤러를 부착하여 레일 위로 수평이동이 자유롭게 하였

다(Fig. 6).

모형지반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도분

포시험(KS F 2301, KS F 2302, KS F 2324), 최대･최소 

건조단위중량시험(DIN 18126), 비중시험(KS F 2308) 

등의 시험을 수행하고, 직접전단시험(KS F 2343)을 실

시하여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Lee, 2000).

3.3 시험 앵커체

시험 앵커체의 재료는 강연선(12.7mm)을 사용하였

다(Table 2). 

앵커체는 모형시험기의 길이가 2.4m이므로 그라우트

와 강연선의 부착강도 부족에 따른 슬립을 방지하기 위

해 Fig. 9의 (a)와 같이 앵커 선단부에 저항체를 설치하

였다. 정착부의 강연선은 그라우트와 부착되도록 하여 

마찰형 앵커의 정착부를 모사하였으며, 자유장은 쉬스

관으로 피복하였다. 시험 앵커체는 100mm의 일정한 직

경을 갖도록 PVC pipe를 거푸집으로 사용하여 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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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tallation of tip resistor (b) Test anchor setting (c) Grouting and curing

(d) Cross section of test anchor by location

Fig. 9. Overview of test anchor

  

(a) Building of model ground (b) Installation of test anchor (c) Completion of model ground

(d) Cover installation (e) Initial Instrument setting (f) Shear test, measurement

Fig. 10. Model test sequence

팅을 실시하였다.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는 40%를 적

용하였으며, 그라우트의 강도 확인을 위해 공시체를 제

작하여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기준인 21MPa이상을 확

인한 후 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

3.4 시험방법 및 변수

모형시험은 양쪽이 분리된 대형전단시험기 내에 시

험 앵커체를 설치한 후, 앵커의 수직방향으로 일정한 전

단변형을 발생시켰으며, 시험 종료 후 전단변형 발생에 

따른 모형지반의 전단력, 측면부의 토압변화, 앵커 두부 

및 선단부의 축력 변화경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지반은 낙하높이를 0.7m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샌드커튼(Sand curtain) 방식으로 균질한 모형지반을 조

성하였으며, 상대밀도 74.2%의 조밀한 모형지반을 조

성한 후 앵커 시험체를 설치하였다. 지반조성이 완료된 



지반의 전단변형에 따른 마찰형 앵커의 긴장력 변화에 대한 연구 19

Table 3. Instrument type and capacity

Category Data logger Swich box

Load cell

LVDTAnchor tensile load
Shear load Earth pressure Lateral load

Head Tip

Capacity Ch.30 Ch.150 50 kN 500 kN 100 kN 10 kN 100 kN 100 

Precision - - 0.1N 5 kN 0.1N 0.1N 0.1N 0.01 

Quantity 1EA 1EA 4EA 1EA 1EA 42EA 2EA 1EA

Table 4. Variables of the experiment

Test name
Lateral pressure 

(MPa)

Separation 

distance
Test name

Lateral pressure 

(MPa)

Separation 

distance

P01N*

0.1

- P02N*

0.2

-

P01R1D 1D (Rear) P02R1D 1D (Rear)

P01R2D 2D (Rear) P02R2D 2D (Rear)

P01R4D 4D (Rear) P02R4D 4D (Rear)

* Comparison target : model ground without anchor

 

(a) Load cell for earth pressure measurement (b) Load cell for anchor head axial force 

measurement

(c) Load cell for anchor tip axial force

measurement

Fig. 11. Instrument foreground

후에는 토조 상부에 덮개판을 설치하여 구속하였다. 앵

커 긴장력 측정을 위해 두부와 선단부에 로드셀을 설치

하였으며, 앵커 두부에서 강연선의 긴장시 선단부에 설

치된 로드셀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는 범위인 30kN을 

앵커의 초기 긴장력으로 재하하였다. 

전단변위 계측을 위해 측면부에는 100mm 용량의 LVDT

를 설치하였으며, 본 시험에 설치된 계측기는 Table 3과 

같다. 모든 데이터는 Tokyo sokki 사의 TDS-303을 이용

하여 15초 단위로 실시간 계측하도록 하고 수시로 재하

속도를 확인하였다. 전단시험은 변위제어방식으로 최종 

80mm까지 재하 하였으며, 재하속도는 응력상태가 균등

할 수 있는 속도로 하되, 예비실험을 통해 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1mm/min를 적용하였다.

모형시험 변수는 전단면에서의 정착장까지의 거리 변

화와 측면부의 측압 변화로 설정하였다(Table 4). 전단

면을 기준으로 정착부가 우측 고정부(R)의 전단영향범

위 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라우트체의 직경(D, 100mm)

을 기준으로 1D, 2D, 4D로 이격하였다. 측압은 0.1MPa, 

0.2MPa로 구분하였으며, 비교군(모형지반)을 포함하여 

총 8Case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4. 모형시험 결과

4.1 모형지반의 전단저항 특성

앵커가 설치되지 않은 모형지반은 상대밀도 74.2%의 

조밀한 지반으로, 전단거동은 Fig. 12와 같다. 모형지반

의 전단저항은 Peak 강도 이후 전단변위가 증가함에 따

라 강도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조밀한 모래 지반에서의 

strain-softening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단변형 증가에 

따른 전단면적의 감소로 인해 전단저항은 일정부분 감

소되었다. P01(0.1MPa) 조건에서 최대전단력은 6.88kN 

(전단변위 18.29mm), P02(0.2MPa) 조건에서 8.26kN(전

단변위 16.16mm)으로 측압이 증가할수록 전단력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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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 (0.1 MPa) condition (b) P02 (0.2 MPa) condition

Fig. 12. Shear test result of model ground 

(a) Model ground test result (b) R1D (separation distance: 1.0D)

(c) R2D (separation distance: 2.0D) (d) R4D (separation distance: 4.0D)

Fig. 13. Shear test result according to separation distance from the shear face to the fixing part

기 및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mm 

이내에서 최대 전단력이 발생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측압의 증가에 따라 초기 강성이 증가하는 

사질토의 전형적인 응력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4.2 앵커 보강지반의 전단저항 특성

앵커 보강지반에 대해 측압과 전단면에서 정착부까

지의 이격거리를 변수로 전단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형

지반의 결과와는 달리 20mm 이상의 전단변위 발생 시

에도 전단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측압이 큰 P02 조건에서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Fig. 13).

전반적으로 전단력의 증가경향은 전단변위 20mm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모형

지반의 최대전단력이 발생한 전단변위가 20mm 이내임

을 감안할 때 모형지반의 전단저항력의 감소에 의한 영

향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이격거리에 대해 측압조건별로 분석하면, 측

압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단력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나, 측압이 낮은 P01조건의 R1D에서는 

약 20mm에서 기울기가 완화된 후 45mm에서 급격히 

감소하였고, R2D에서는 약 50mm, 57mm에서 감소경향

이 나타났다. 그러나 R4D에서는 R1D와 R2D 조건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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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 (0.1 MPa) condition (b) P02 (0.2 MPa) condition

Fig. 14. Shear test result according to side pressure condition

(a) P01 (0.1 MPa) condition (b) P02 (0.2 MPa) condition

Fig. 15. Shear resistance of anchor

달리 급격한 감소경향 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증가하였

는데, 이는 정착부가 전단영향 범위인 4D 이상 이격된 

것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R1D와 R2D 조건에서 전단력이 급격히 감소된 것은 

전단변형으로 인해 그라우트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되며, 전단력의 급격한 감소 이후 전단력이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라우트의 손상이 일부 발

생한 후에도 앵커 긴장력의 작용으로 인해 앵커의 전단

저항이 발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일한 측압에 대해 전단면에서 정착부까지 이격거

리 변화에 따른 전단저항 특성을 분석하면 Fig. 14와 같

다. 측압이 낮은 P01조건에서는 전단력의 급격한 감소

가 발생하여 전단력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

난 반면, 측압이 큰 P02에서는 전단력의 감소 없이 일정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측압의 증가는 앵커

의 전단저항과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단력의 크기는 전단변위 20mm에서 13.36∼16.22kN

으로 앵커 설치로 인해 6.31∼9.17kN이 증가하였으며, 

80mm에서 24.18∼31.08kN으로 22.84∼28.93kN이 증

가하였다. 앵커가 부담하는 전단력은 앵커설치 지반의 

전단력에서 모형지반의 전단력을 분리하여 Fig.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80mm 변위를 기준으로 측압 

증가시 R1D조건에서는 6.00kN, R2D조건에서 5.35kN, 

R4D조건에서 0.54kN이 증가하였다.

4.3 앵커 보강지반의 토압변화 경향

전단변형에 따른 주변지반의 토압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시험기 측면에 설치된 42개의 Load cell에서 측정된 

하중을 재하판의 면적으로 나누어 위치별 토압을 산정

하였다. 토압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측압이 큰 P02 조건

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전단 영향범위가 집중되는 경향

을 보였다(Fig. 15). 이는 앞에서 분석한 전단력변화 경

향과 유사하며, 50kN 이상의 토압이 측정된 4D까지가 

전단영향 범위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대토압이 발생하

는 위치는 전단변위가 증가할수록 선단부 측으로 이동

하고 있는데, 이는 전단변형에 따른 앵커체의 변형으로 

인해 모형지반에 토압이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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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R1D (b) P02R1D

(c) P01R2D (d) P02R2D

(e) P01R4D (f) P02R4D

Fig. 16. Earth pressure distribution curve by location

4.4 앵커 보강지반의 축력변화 경향

앵커 보강지반의 전단변형에 따른 축력변화 경향을 분

석하면, 최종 80mm의 전단변형 발생시 앵커 두부에서

는 초기 긴장력 30kN에서 58.31～69.05kN으로 28.31～

39.05kN의 축력이 증가하였으며, 선단부에서는 10.46～

24.65kN이 증가하였다. 

앵커 두부에서의 축력은 10mm 이상의 변위에서 일

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측압증가에 따

른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으나, 0.52～10.84kN로 미

소하게 증가하였다. P01R2D조건에서는 전단력 경향과 

유사하게 45mm, 50mm, 57mm에서 급격히 축력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단부에서의 축력은 대체로 45～

50mm 이상의 전단변위에서 증가하여 80mm 변위에서 

10.46～24.65kN로 증가하였으며, 두부에서의 축력변화

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위치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7). 

앵커 두부에서 축력 변화경향은 전단력 변화 경향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두부에서의 축력변화와 선단

부의 축력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앵커 두부에서의 축력변화는 전단변형 발생에 따른 

강연선의 길이변화에 의한 것이며, 선단부 축력 변화는 

전단면 측으로의 활동하려는 정착부의 활동력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본 시험조건에서는 정착부의 인발저항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단부를 고정한 상태이나, 정착

장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착부의 활동을 

유발하여 앵커의 인발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격거리별 전단력과 축력변화 경향을 분석하면, 약 

10kN 정도의 전단력 발생 이후 앵커의 축력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측압이 낮은 P01 조건에서는 

20kN의 전단력을 기준으로 R1D에서 축력의 증가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R2D와 R4D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P02 조건에서는 20kN까지 R2D와 R4D가 유사

한 경향을 보이며, R1D는 동일한 전단력에서 축력의 증

가가 작게 나타나 전단면에서 정착부까지의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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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al force at head of P01 condition (b) Axial force at head of P02 condition

(c) Axial force at tip of P01 condition (d) Axial force at tip of P02 condition

Fig. 17. Axial force change of anchor head and tip

(a) Axial force at head of P01 condition (b) Axial force at head of P02 condition

Fig. 18. Axial force - shear force curve according to side pressure condition

가 증가할수록 축력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18).

즉, 측압이 낮은 경우에는 전단영향 범위의 앵커체에 

손상이 발생하여 전단력 감소로 인한 축력 증가의 우려

가 있으며, 측압이 큰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전

단저항이 크게 발휘되어 상대적으로 축력증가가 작게 나

타나므로 이격거리에 따른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앵커 두부 축력이 40kN 이상으로 증가한 후에는 R1D

를 제외한 모든 case에서 전단력과 비례하여 선형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40kN 축력 발생시의 전단력은 약 

17～23kN으로 전단변위 35～40mm의 범위에 해당된다. 

축력증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라우트와 지반의 전

단저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R1D조건에서는 작은 

전단력의 증가시에도 축력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느슨한 토사지반에 설치된 앵커에서는 10% 

미만의 축력의 증가시에도 전단변형 발생하는 경우에

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전단변위와 전단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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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앵커의 축력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므로, 전단변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앵커의 소

요축력을 초과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단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앵커

의 긴장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활동면에서의 전

단력 변화가 앵커 두부 및 선단부의 축력변화를 야기함

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앵커 두부에서의 축

력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앵커 정착부에서의 

전단변형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균질하게 조성된 모형지반을 대상으

로 전단변형 발생에 따른 앵커보강 지반의 전단력 변화, 

앵커 두부 및 정착부의 긴장력 증가경향을 분석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앵커보강지반의 전단시험 결과, 전단력은 모형지반

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전단변위 20mm를 기준으

로 기울기가 완화되었으며, 20mm 이후에도 전단변

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측압이 작은 경우에는 그라우트의 손상으로 인해 전

단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측

압이 큰 경우 전단력은 뚜렷한 감소 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측면부의 토압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단영향 범위

는 전단면에서부터 4D까지로 분석되었으며, 측압

의 증가에 따라 토압의 크기가 증가하고, 전단영향

범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4) 전단변위에 따른 앵커의 축력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부에서의 앵커 축력은 초기축력(30kN) 대비 28.31～

39.05kN의 축력이 증가하였으며, 선단부에서는 45～

50mm 이상의 변위에서 증가하여 10.46～24.65kN

이 증가하였다. 

(5) 모형시험결과, 전단변형 발생시 앵커 두부에서의 긴

장력은 증가하며, 활동면에서의 전단력 변화가 앵커 

두부 및 선단부의 축력변화를 야기함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앵커 두부에서의 축력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앵커 정착부에서의 전단

변형에 따른 거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그러나, 본 연구는 한정된 지반조건(모래지반)을 대상

으로 모형지반을 조성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한 것이므

로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설치되는 실제 앵커에서의 

거동과는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반조건을 

고려하거나,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해 긴장력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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