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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und anchor expands the hollow wall of settled part and has the structure which resists the designed tensile 
load by the bearing pressure generated by the wedge of the anchor body pressing in the expanded part. Such 
ground anchor has been recognized for stability and economicality since 1960s in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s such as Japan and Europe, and in 1970s, the Japan Society of Soil Engineering has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anchor concept map. The ground anchor introduced in Korea, however, has the structural problem 
where the tensile strength is comes only from the ground frictional force due to expansion of the wedge body. 
In an interval where the ground strength is locally reduced due to fault, discontinuation or such, this is pointed 
out as a critical weakness where the anchor body of around 1.0m must resist the tensile load. Also, in the 
installation of concrete block, the concentrated stress of concrete block constructed on the uneven rock surface 
causes damage, and many such issues in the anchor head have been reported. Thus, in this study, by using the 
expanded bit for precise expansion of settled part, the ground anchor system was completed so that the bearing 
pressure of ground anchor can be expressed as much as possible, and the bearing plate was inserted into the 
ground to resolve the existing issues of concrete block. Through numerical analysis and pullout test executed for 
verification of site applicability, the pullout-behavior characteristics of anchor was analyzed.

1. 서론

  지압형 앵커는 정착부의 공벽을 확공하고, 정착체의 쐐기가 확공부에 압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압력

에 의해 인장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를 가지는 앵커로 일본, 유럽 등 기술선진국에서 1960년대부터 안정

성 및 경제성의 우수함이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지압형 앵커는 쐐기체의 확장에 

의한 지반의 마찰력만으로 설계 인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단층, 절리 같은 국

부적으로 지반의 강도가 저하되는 구간에서 1.0m 내외의 정착체로 인장에 저항해야 하는 특성상 치명

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영구앵커를 적용해야 하는 사면에서는 긴장력 작용을 위해 설치해

야 하는 수압판이 항상 지표로 돌출되어야 하는 형태상의 특징으로 인해 주변 경관을 침해하는 문제점

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착부 확대를 위한 확공비트를 이용하여 지압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압형 

앵커 시스템을 재구성하였고, 지압판을 지표면에 근입시켜 기존 수압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였다. 또한 

지압형 앵커 시스템의 현장적용성 검증을 위해 그라우트 이전에 가인장 상태와 그라우팅 후 본인장시에 

앵커 인발시험을 수행하여 인발저항력을 확인하였고,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LAXIS- 2D를 이

용한 수치해석으로 지압판의 지표근입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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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목형 b. 수직형

그림 2. 확공비트 그림 3. 초음파 주사 검층법(Televiewer) 그림 4. 확공부 전경

그림1. 확공 지압형 앵커 개요도

2. 연구 내용

2.1 정착부 확공

  지압형 앵커가 구조적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앵커체 정착부의 확공이

라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과거 지압형 앵커 개발초기에 일본에서는 선단부 확공을 위해 발파공법

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정착부 공벽의 불균질성과 주변 지반의 이완 등 발파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으

로 인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추진된 것이 바로 확공비트의 개발이었고, 현재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

쳐 윙비트, 오덱스비트 등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용화된 제품들은 비트 몸체의 측면

에 부착되어 있는 커터와 회전식 천공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토사 및 풍화암에서

는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앵커체가 정착되는 지반인 연암이나 특히, 보

통암 이상의 암반에 적용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민경남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정착부 확공을 위해 보통암과 경암 등 모든 지반에서 굴착이 가능한 확공비트(Φ

154mm)를 적용하였다. 그림 2의 확공비트는 천공시에 비트의 선단부가 공저와 맞닿았을 때 작용하는 

수직력이 수평력으로 전환되어 확공비트가 확장되고, 이때 확장과 동시에 원하는 심도까지 굴진하는 원

리로 설계되었다. 또한 회전속도 및 굴진시간의 조정으로 확공부를 병목 또는 수직의 형상으로 조성할 

수 있어 앵커체의 특성에 따라 정밀한 확공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은 확공비트를 이용해 굴착한 확공부의 형태를 초음파 주사 검층법(Televiewer)을 이용하여 

시험한 결과이다. a는 일반적인 굴착장비의 회전속도를 적용하여 천공한 경우로 병목형 구조를 나타내

었고, 굴진시간은 0.5m 천공시에 250초가 소요되었다. b는 확공 시점부에서의 회전속도를 a의 90%로 하고, 굴착
시간을 310초로 늘렸을 때 나타난 결과로 수직형의 구조이다. 따라서 개발된 확공비트를 활용할 경우 확장날개의 
형상 및 거치방식에 따라 최대 지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한 굴착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추공 TV검층을 통
한 굴착시 암반상태를 검증결과 그림 4와 같이 주변 암반의 균열이 거의 없고, 매끈한 공벽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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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확공지압형 앵커체

b. 앵커체 구성 c. 확장날개
그림 5. 앵커체 구조

 2.2 확공지압형 앵커 구조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압형 앵커는 실질적으로 마찰형 앵커중에서 정착부에 내하체를 설치하여 

인발저항력을 확보하는 마찰형 앵커중 압축형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일본토질공학회

에서 지압형 앵커의 개요도를 발표하긴 했지만, 현재에 실용화된 지압형 앵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에 정착부 확공을 위해 확공비트를 이용하여 지압형 앵커 시스템을 재구성하였다. 그림 5는 앵

커체의 구조이다. 

  앵커체는 선단부 타격바, 앵커 선단캡, 확장쐐기, 확장날개, 앵커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착부의 전장

은 1.0~1.5m로 설계인발력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확장날개에서 타격바까지의 확공 깊이는 0.5m, 앵커

체의 직경은 확장 전에 92mm, 확장 후에는 154mm이다. 확장원리는 천공장비를 이용한 정착부 확공후 

앵커체 삽입시 공저면과 타격바가 맞닿으면서 발생하는 수직력이 수평력으로 전환되어 확장날개가 펴지

는 구조이다. 이런 원리로 펼쳐진 확장날개는 이미 확공된 공벽에 거치됨으로써 인장시 지압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이때 타격바와 확장날개 사이에 설치된 확장쐐기가 작용하여 한번 확장된 날개는 타격바

를 공저방향에서 잡아당기지 않는 한 결코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다. 

 2.3 지표면 근입 지압판

   1996년에 발표된 국제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연맹(FIP)에 의하면 앵커에서 발생하는 파괴나 유지보

수 사례의 대부분이 수압판을 포함한 앵커두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수압판 단면력의 부족, 수압판 고정을 위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 불규칙한 암반 표면에 시공

된 수압판의 응력집중에 의한 파괴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차아름 외, 2009) 하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수압판의 설계방안이 없어 상기 문제점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압판의 역할은 앵커두부에 전달되는 인장력을 지반에 전달 및 분산시키는 구조물로써, 기능을 발휘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표면과 수압판의 밀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앵커두부 확공비트(Φ350mm)를 이용하여 지표면에서 일정 깊이(d=250mm)만큼 굴착하

여 근입시키도록 하였고, 동시에 지압판이 설치되는 굴착면을 평탄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지압판이 

지표면과 완전하게 밀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토록 하였다. 또한 수압판 등 불필요한 구조물을 없애고, 지반펀칭이나 탈락으로 인한 유지관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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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풍화암(S-1) b. 연암(S-2)

그림 6. 가인장 시험결과

해결하고자 하였다.

3. 앵커 거동 특성 평가

3.1 앵커 인발시험

3.1.1 앵커제원

    시험앵커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정 착 장 1.0m 최대 인장력 720kN
자 유 장 8.0m 천 공 경 105mm

강연선수(Φ12.7mm) 4ea 확 공 경 154mm

표 1. 시험앵커 제원

3.1.2 시험조건 및 방법

   확공지압형 앵커의 보강효과 및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해 정착지반이 풍화암인 충남 공주시 일원

(S-1)과 연암인 속리산 일원(S-2)의 도로비탈면 2개소를 대상으로 인발시험을 실시하였다. 현장시험

은 천공 → 정착장 확공 → 앵커체 삽입→ 가인장 → 그라우팅 → 본인장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인발시

험은 정적인 반복 재하 및 제하를 실시하고 탄소성변형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3.1.3 시험결과

  본 시험의 목적은 확공지압형 앵커 시공시 가인장을 수행하여 그라우트 이전에 확공에 의한 최대 지

압력을 확인는 것과 그라우트 후에 본인장에 따른 인발력 시험을 통해 앵커체의 최대 인발저항력 증대

효과 확인이라는 2가지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다. 

  먼저 그라우트 수행 전 앵커체를 삽입한 후 실시한 가인장 시험의 결과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최대 인

발저항력이 풍화암(S-1)에서 250kN, 연암(S-2)에서 500kN으로 확인되었다.

  그라우팅을 실시한 후 본인장시의 인발시험결과는 S-1과 S-2에서 각각 소성변위가 8.9mm와 

6.2mm이었고, 탄성변위는 그림 7에과 같이 S-1, S-2 모두 최대, 최소 허용변위 이내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S-2가 S-1에 비해 최소 허용변위 곡선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중재하에 따른 

변위와의 상관관계는 그림 8에 잘 나타나 있다. 

  앵커 인발시험 결과, 확공지압형 앵커 시스템의 인발저항력은 설계인발력(440kN)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에서 인발력을 각각 540kN, 720kN을 작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개소 모두 인발되

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극한인발력은 현장시험에서 확인된 인발저항력보다 훨씬 더 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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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 b. S-2

그림 7. 탄소성 변위 및 한계곡선

a. S-1 b. S-2

그림 8. 하중-변위 관계곡선

a. 수압판 b. 지압판

그림 9. 수직응력 분포도

로 판단된다.

3.2 지표내 근입 효과 검증

3.2.1 수치해석

  지압판 안정해석은 ‘지압판을 단순보 또는 탄성지반상의 보로 가정하고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부재를 

설계한다’라고 명시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6) 내용을 기준으로 수행하

였다. 지상돌출 수압판과 지표면 근입 지압판의 하중조건에 따른 수직변위 및 수직응력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LAXIS-2D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9의 해석결과도와 같이 지압판 가장자리의 응력집중 효과가 크게 감소하고, 중앙부로 응력이 고

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하중에 따른 수직변위와 응력값을 나타낸 그래프로 수

직변위는 수압판에 비해 4.5～29%, 수직응력은 70% 감소하였다. 본 검토에서는 수압판과 지반의 접촉

면을 균질하다는 가정하에 해석을 수행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접촉면이 매우 불규칙하므로 실질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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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직변위

a. 수압판 b. 지압판

그림 11. 인장시험 계측 전경 그림 12. 계측 결과

압판과의 변위 및 응력 차이가 더 커서 지압판 적용효과는 훨씬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3.2.2 현장 시험시공

  현장시험은 화강편마암이 주종을 이루는 충남 공주시 OO읍 일원의 도로건설공사 중 깎기비탈면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노출면은 약한 풍화 상태이나 심부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연속면 강

도는 22～30MPa, RQD는 25～50%, 거칠기는 계단식 완만형으로 JRC는 16～18에 해당한다. 확공에 

의한 두부처리 성능평가를 위하여 인장형 앵커를 설치하고 계측을 실시하였다.

  인장에 의한 계측을 위해 기존 수압판은 사각블럭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선정하고, 철근 배근후 

배면 뒤채움을 수행하였다. 지표면 근입 지압판은 확공비트를 이용해 직경 350mm의 원형을 근입깊이 

250mm로 천공하여 지압판 설치를 위한 균질한 표면을 형성한 후 완충재와 지압판을 설치하였다. 측정

은 그라우팅이 충분히 양생된 후, 그림 11과 같이 앵커에 인장기를 세팅하고, 기존 수압판과 지표면 근

입 지압판에 LVDT를 부착하여 인장에 의한 밀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인장하중은 최대 450kN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재하하였다. 계측결과는 그림 12와 같이 약 

300kN부터 수압판에서는 뒤채움부 균열로 인한 변위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400kN에서는 변

위가 약 30～40mm 발생하였다. 하지만 지표면 근입 지압판은 모두 10mm 내외로 기존의 수압판 방식

보다 60～70% 정도 변위가 감소하여 수압판의 밀림이나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지표면 근입 지압판은 접촉면의 굴곡이 거의 없어 지반과 완전히 밀착될 수 있고, 근입으로 인해 

가장자리가 구속됨으로써 지반과 일체화된 거동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압판은 접지

면적이 지압판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접촉면의 굴곡 및 요철로 인해 인장하중 작용 시 접촉

부에서 밀림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앵커축이 지표면과 연직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지반에 편

심이 작용하여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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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확공을 이용하여 지반자체의 지지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 지압형 앵커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지압형 앵커는 주변 지반의 지지력으로 인발저항력을 발휘하는 구조로써, 높은 지압력을 발

휘하기 위해서는 정착부의 확공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확공을 이용하면 그라우팅 이전의 가인장 

상태에서 풍화암 250kN, 연암 500kN의 인발저항력을 확보할 수 있고, 본인장시에는 최대 720kN의 인

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확공부의 지압력 증대로 안정성은 배가되면서, 앵커의 정착장은 

4m에서 1m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인장으로 시공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표돌출 수압판은 지표면 근입 지압판으로 개선하여 수직변위가 60～70% 감소되었고, 수압판

의 밀림이나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지진동 등에도 안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인발저항력 발현 기구인 정착장 확공부의 지지력과 구속압에 대한 현장인발시험이 추가 연구

되고, 설계법이 정립된다면, 지압형 앵커의 적용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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