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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expanded sidewalks for existing bridges. The cantilever beam system

applied to expanded sidewalks for existing bridges are connected with the concrete structure by adhesive anchor bolts. However,

the extended sidewalks are currently constructed without standardized regulations, which lead to excessive design of the beam spac-

ing and installation and the construction difficulties due to the excessive over-weight. Moreover, there is only limited analysis and

experiment data on the post-installed adhesive anchor bolts, so the excessive number of bolts is used for the connection. This paper

deals with a metho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beam sections and anchor bolts geometry for expanded sidewalk of existing

bridge.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failure of cantilever beam connected by adhesive anchor bolts was dominated by bond

failure of interface between concrete and bolt. Also, the results indicated the possibilities of improving serviceability as well as

safety of the sidewalks by changing of beam section and prestressing the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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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용 연한이 오래된 지방국도상의 중소 규모 교량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있지 않거나 보도폭이 좁아

보행자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Fig. 1과 같이 비교적 적은 시

공비용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도부만을 부분적으로 또는 교량 전체에 대하여 보도부

를 확장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보도부 확장을 위한 시공 방식은 Fig. 2(a)와같

이 교각과 확장 보도부를 강결하고 그 위에 형강으로 이

뤄진 프레임을 설치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Fig. 2(b)와

같이 후설치 부착식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캔틸래버보로

고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교각과 연결하는 방법

의 경우에는 시공이 복잡하고 강재 단면이 커져서 과도

한 자중과 시공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이에 반하여 Fig. 1과 같이 후설치 부착식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상부 콘크리트면과 캔틸레버부를 연결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시공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나 앵커

의 부착 강도와 캔틸레버 부재의 단면 형상에 의하여 구

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량의 확장 보도부를 후설치 앵커로 연결할 경

우에는 외부 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앵커의 부착 강도

와 앵커의 개수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수적이나, 아

직까지 후설치 앵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설계 방법의 제

시가 미흡하고 앵커의 위치 및 필요 개수 등에 대한 연구

가 국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현장

에서 경험적인 방법에 의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설치 부착식 앵커로 콘크리트에 연결

된 캔틸레버 부재의 휨거동 평가 실험을 통하여 앵커 볼

트와 캔틸래버 부재의 단면 형상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외부 하중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앵커

볼트 설치 방법 및 단면 형상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시험체 설계

콘크리트에 연결되는 내민보는 Fig. 3과 같이 현장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형강(A type) 및 원형강

(B type)을 사용하였으며 외팔보 하단부에 보강형을 설

치하였다. A type의 보강형은 지간의 1/2까지만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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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B type의 경우에는 전지간에 걸쳐 보강재를 설

치하였다. A type과 B type 캔틸레버보는 현장 설치 조

건과 유사하도록 각각 12개의 후설치 부착식 앵커로 콘

크리트에 연결되도록 설계하였다. 내민보에 재하되는 하

중은 앵커를 통하여 콘크리트에 전달되므로 내민보 하단

의 보강형에는 압축응력이 작용하고, 상부 앵커에는 인

장응력이 발생하며 하부 플레이트에는 지압 응력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내민보의 파괴는 앵커의 인장응력에

의한 부착 파괴, 보강형의 좌굴 파괴 또는 앵커 플레이

트와 내민보 연결부의 국부 용접 파괴의 형태로 나타나

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설계시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하부의 지압 응력 발생으로 응력이 걸리지

않는 하부 앵커의 개수를 줄이고, 내민보 하단의 보강재

를 보완한 C type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후설

치 내민보의 경우 지간이 길어짐에 따라 외부 하중에 의

하여 내민보 단부에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D type의 경우에는 C type의 내민보 원

형강 내부에 앵커를 추가로 설치하고 프리스트레싱을 도

입함으로서 부재의 변위를 제어하고 강도를 향상시키고

자 하였다. 긴장력은 부착 강도의 50%가 되도록 D29 철

근을 사용하여 토크에 의해 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하였다. 

보도부 확장을 위한 내민보는 도로교 설계기준
1)
에 따

라 설계하였으며, Table 1에 정리하였다. 내민보는 SS400

의 H형강(A type) 을 사용하여 지간 2.0 mm와 3.0 mm의

보도부를 1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며,

고정하중은 콘크리트 보도와 난간의 자중에 각각 30%

할증하여 산정하였다.

3. 실험 계획

기존 콘크리트 교량의 보도 확장을 위해서는 내민보가

Fig. 1 Expended sidewalk for existing bridge

Fig. 2 Typical construction methods for expending a sidewalk

of bridge

Table 1 Design moments of cantilever beams

A type (2 m) B type (3 m)

Live load wl = 5 kN/m wl = 5 kN/m

Dead load

Self weight wd1 = 1.2 kN/m wd1 = 0.4 kN/m

Pavement wd2 = 8.1 kN/m

Guardrail Pv = 1.3 kN

Design moment Mu = 56 kN .m Mu = 117 kN .m

Fig. 3 Cantilever beam section and the geometry of inserted

anchor bolts (unti: mm)

Fig. 4 The shape of cantilever beam connected with concrete

block using anchor bolts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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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단면에 앵커 연결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Fig. 4와 같은 형상의 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하여 내민보

를 앵커로 연결하였다. 콘크리트에 삽입된 앵커의 제원

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으며, 실제 교량 설치시 기

존 구조체와 후설치되는 보도부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

도록 콘크리트 블록의 상단으로부터 100 mm 하단에 내

민보가 설치되도록 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각 18 MPa, 27 MPa과 35 MPa로

제작하였으며, 블록의 크기는 앵커 볼트의 묻힘 깊이 및

내민보의 처짐을 고려하여 1,200 × 1,200 × 600 mm로 결

정하였다. 실험은 Table 3과 Fig.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네 가지 형식의 단면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앵커로 연결된 내민보의 구조 거동 실험에는 세 종류

의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였고, 한 시험체

당 7개 또는 12개의 후설치 부착식 앵커를 설치하였다. 

앵커 설치는 (1) 드릴홀 천공, (2) 천공된 구멍의 청소,

(3) 앵커 및 앵커 플레이트 설치, (4) 앵커홀와 앵커 플레

이트 사이 공극에 케미컬 레진 주입 등의 과정으로 시공

하였다. 앵커와 콘크리트의 부착을 위한 케미컬 앵커의

M24볼트에 대한 추천 인장 하중은 23.7 kN이며, 휨모멘

트는 395.3 Nm이다. 

구조 거동 실험은 Fig. 5와 같이 정격 최대 용량 1,000 kN

의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하중 재하 방식은 교량

보도부의 하중 조건을 고려하여 등분포 하중이 재하될 수

있도록 H-beam으로 가력하였다. 변위 제어 방식으로 하중

을 가력하였으며, 재하 속도는 0.11 mm/sec을 적용하였다.

내민보 하중 재하시 실험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

크리트 블록에는 오일잭으로 50 kN 이상의 압축력이 작

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민보와 가력 장치 사이의 마찰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민보 상부에는 테프론 섬유를

부착하였다. 

실험체의 변위는 LVDT를 사용하여 앵커 플레이트 상

하부의 수직, 수평 변위를 측정하여 앵커 볼트의 인발

및 회전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내민보의 고정단, 자유

단 및 내민보 중앙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또한 변형률

게이지를 용접부에 설치하여 앵커 플레이트와 내민보의

용접 파괴 유무를 판별하고자 하였다. 앵커 연결된 내민

보의 구조 거동 실험 장치는 Fig. 5와 같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최대 내하력

Table 4에는 실험에 의한 최대 모멘트와 계수 하중을

고려한 설계기준상
1,2)
의 설계 모멘트를 정리하였다. 시험

결과 H형강을 적용한 내민보의 경우에는 설계 모멘트를

약 3.5배 및 4.9배 초과하는 것으로 과다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B type의 경우는 지간 2 m에 대해서는 설계

모멘트의 2배 이상으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간 3 m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강도 18 MPa와 27 MPa

실험체에서 설계 모멘트에 도달하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

로 나타났다. 두 실험체는 수직 보강재 좌굴에 의한 과

다한 변형으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앵커 볼트의 개수를 줄이고, 수직 보강형을 보완한 C

type의 경우, 같은 원형강을 사용한 B type에 비하여 강도

가 30~70%의 상승하였으며, 설계 내하력과 비교하여도 충

분한 내하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C type의 단면에

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한 D type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

의 강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두 실험체

모두 정착단의 앵커 볼트부의 용접 파단에 의하여 조기 파

Table 2 Dimension of anchor bolt dimension 

Diameter

(d0)

Embedment

depth hef

(mm) 

Gross

sectional

area

AD (mm
2
)

Effective

sectional

area

Ae (mm
2
)

Chemical adhesive

Tension 

strength 

(kN)

Compressive 

strength (kN)

M24 215 452 353 23.7 40

Table 3 Test variable for anchored cantilever beams

Section type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fck = 18 MPa fck = 27 MPa fck = 35 MPa

A-2m - 1 1

B-2m 1 1 1

B-3m 1 1 1

C-2m - 1 1

C-3m 1 1 1

D-3m 1 1 -

Fig. 5 Test set-up for the structured behavior test

Table 4 Load carrying capacity of specimens

 Section

type

Experimental ultimate moment capacity Design 

moment

(kN .m)

18 MPa

(kN .m)

27 MPa

(kN .m)

35 MPa

(kN .m)

A-2 m X 198.4 276.68 56

B-2 m 103.28 115.32 109.25 54

B-3 m 104.58 96.22 118.53 117

C-2 m X 152.3 136.7 52.8

C-3 m 136.8 175.85 165.4 116

D-3 m 161.73 155.4 X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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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긴장재 정착단을 보강

할 경우에는 강도가 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에는 실험체별 모멘트-변위 선도와 각 실험체별

최대 내하력을 3등분하여 내민보의 전체 변위 형상을 표

시하였다. 전체적으로 A type의 경우가 전체적인 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B type의 경우는 초기 강성은 C

type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최대 모멘트 후 하중이 급격

히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D type의 경우에는 긴

장재 정착단의 볼트 용접부가 파괴된 후 하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한 후 파괴되는 형태를 나타내

었으나, 변위는 C type보다 감소하여 사용 상태에서의 강

성 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 type

실험체의 경우 긴장용 강봉 끝단에 볼트를 현장 용접하

여 예상 강도보다 낮은 상태에서 파괴된 것으로 판단되

며, 강봉에 직접 정착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강도가 실험

결과보다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체 전체 변위 형

상의 경우, 단면 강성이 큰 A type과 수직 보강재가 전

지간에 설치된 B type의 경우는 최대 모멘트 도달시까지

내민보의 전체 변형은 선형적인데 비해 수직 보강재가

지간의 1/2만 설치된 C type과 D type의 경우에는 고정

단부터 지간 중앙부까지의 기울기보다 지간 중앙부부터

자유단까지의 변형의 기울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수직

보강재에 의한 변형 제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파괴 형상에 따른 분석

앵커 연결된 내민보의 전형적인 파괴 형태와 시험체별

단계별 파괴 형태는 Fig. 7과 Table 5에 정리하였다. 모

든 실험체의 초기 파괴 형태는 부착식 앵커의 인발에 의

하여 시작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A type과 C, D type

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파괴에 발생한 반면 B type의 경

우에는 수직 보강재의 좌굴에 의한 파괴가 지배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지간 2 m의 A type 실험체에서 콘크리트

가 35 MPa로 강도가 높았던 실험체에서는 앵커 플레이

트와 내민보의 용접부가 인장 파괴되는 현상을 나타내었

다. C type 2 m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 27 MPa 실험체에

서 수직 보강재가 끝나는 지간 중앙부에서 강관이 보강

Fig. 6 Moment-displacement relationship of anchored cantilever beams

Fig. 7 Typical failure mode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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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의한 구속 효과에 의하여 국부 압축응력에 발생하

여 강관의 국부 좌굴이 발생하였으며, D type은 긴장재

정착부의 용접 부분 파괴에 의해서 급격한 내하력의 감소

를 보이다가 C type과 같은 콘크리트 파괴 형상을 나타

내었다.

4.3 처짐에 따른 검토

교량 구조물의 처짐에 대해 도로교 설계 기준
1)
 및 자

전거 설계 지침
2)
에서 제한하는 허용 처짐은 L/300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앵커 연결된 내민보의 실험 결과와 허

용 처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처짐에 대한 사용성을 검

토하여 Table 6에 정리하였다. 처짐에 대한 사용성은 설

계 가정과 같이 내민보 간격 1 m에 의한 활하중을 기준

으로 LVDT에 의한 자유단의 변위 값과 허용 처짐을 비

교하였다. 검토 결과 내민보 간격 1 m에 대한 처짐은 허

용 처짐 값과의 비교를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

으로 판단되었으며, 내민보의 간격을 1.5~2 m로 연장시

킬 경우에 대해서도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후설치 앵커 볼트의 내하력 검토
 

5.1 후설치 부착식 앵커 볼트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장 보도부에 적용되는 내민보는 교량 콘크리트 슬래

브 측면과 연결되는 구조로서 후설치 부착식 앵커 볼트에

의해서 내하력이 전달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민보에 작

용하는 외부 하중은 후설치 부착식 앵커 볼트에 인장력

과 전단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내민보의 상세 해석을 위

해서는 앵커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후설

치 부착식 앵커 볼트의 인장과 전단 하중에 의한 파괴

는 앵커 볼트의 인장 및 전단강도, 접착제의 부착강도,

콘크리트 할렬 파괴강도, 콘크리트 프라이 아웃 강도 등

에 영향을 받으며,
5-12)

 Fig. 8과 같은 파괴 형태가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파괴 형

태에 대한 파괴강도를 산정하여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5.1.1 Fastener steel strength

인장을 받는 앵커 그룹의 강재 강도는 다음과 같다.

 
Ns = nAe futa (N) (1)

여기서, n  :앵커그룹의 앵커수 

     Ae :앵커의 유효단면적(mm)

      futa :앵커강재의 설계기준 인장강도(MPa)

단, futa는 1.9fy 또는 862 MPa 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5.1.2 Concrete breakout strength → (tension)

인장을 받는 앵커 그룹에서 앵커의 연단 거리 scr,N에

대한 기준은 연구 결과별 차이를 보인다. 국내 앵커 설

계법
3)
및 ACI318-05

4)
에서는 3hef를 제안한다. Lehr

6)
은 16d

를 제안하였고, Eligehausen et al.
8)
는 [ ]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Eligehausen et al
9)
에 의해 제

안된 가 부착식 앵커 볼트에 적합하다

고 판정하여 적용하였다. 연단거리에 의한 콘크리트 파

괴면은 Fig. 9와 같고, 앵커 그룹의 공칭 콘크리트 강도

는 다음과 같다.

14.7 d τ/10⋅ ⋅

20 d τu/10( )
2/3

⋅ ⋅

Table 5 Failure propagation steps of cantilever beam

Section type Concrete strength (MPa) Failure mode process

A-2m
27 BF CB WP 

35 BF WP 

B-2m

18 BF LB

27 BF LB

35 BF LB

B-3m

18 BF CB LB

27 BF LB

35 BF LB

C-2m
27 BF SF

35 BF SF

C-3m

18 BF CB

27 BF CB

35 BF CB

D-3m
18 BF WF CB

27 BF WF CB

※BF-adhesve bond failure, CB-concrete breakout, SF-yield of

steel beam, LB-local buckling, WP-failure at welding point of

anchor plate, WF-fracture at welding point of anchoring bolt for

prestressing 

Table 6 Deflection stability

Span

(m)
Type

Concrete

strength

(MPa)

Deflection

(mm)

Live load

(kNm)

Allowable

deflection

(mm)

2

A
27 2.57

10 6.7

35 1.97

B

18 3.75

27 3.21

35 3.31

C
27 3.37

35 2.83 Fig. 8 Potential failure modes of bonded anc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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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2)

단, 인장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

(N) (3)

수정계수에 대하여

= :단일 앵커 콘크리트 파괴 투영 면적(mm
2
)

AcN :앵커 그룹 콘크리트 파괴 투영 면적(mm
2
) 

5.1.3 Adhesive bond strength

부착식 앵커의 부착강도(τ)는 ASTM E488
13)
에 의한 실

험 결과를 적용시켜야 하나, M20에 대한 현장 실험 결

과만 확보하였기 때문에 부착 길이(hef)와 볼트 직경(d)의

비
9)
를 고려하여 M20볼트의 현장 부착강도인 8 MPa을 보

수적으로 판정하여 M24볼트의 경우에는 7 MPa로 가정

하였다. 따라서 부착식 앵커 볼트의 부착면에 대한 부착

강도는 다음과 같다.

 

(N) (4)

단, 앵커 볼트의 인장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부착

강도 

(N) (5)

수정계수에 대하여

5.1.4 Fastener strength in shear

전단을 받는 앵커 그룹의 강재 강도는 다음과 같다.

 

(N) (6)

 

5.1.5 Pryout strength 

앵커 그룹의 공칭 프라이 아웃 강도는 다음과 같다.

Nuc

Ac N,

Ac N,

0
---------- ψg N,

ψec N,

Nuc

0
⋅ ⋅ ⋅=

Ncu

0
13.5 fck hef( )

1.5
=

Ac N,

0
Scr N,

 2

ψec N,

1

1 2 eN/scr N,

⋅+
------------------------------------ 1.0≤=

scr N,

2 ccr N,

⋅ 20 d τu/10( )
2/3

⋅ ⋅= =

ψg N,

1=

Nu

Ac N,

Ac N,

0
---------- ψg N,

ψec N,

Nu

0
⋅ ⋅ ⋅=

Nu

0
τ π d hef⋅ ⋅ ⋅=

ψg N,

ψg N,

0 s

scr N,

----------- 1 ψg N,

0
–( ) 1≥⋅+=

ψg N,

0
n
α

=

α 0.7 1 τu/τu max,

–( ) 0.5≤⋅=

τu max,

4.3 hef fck⋅( )/d⋅=

Vs n0.6Ae futa=

 
Table 7 Comparison of failure strength of bonded anchor bolts in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strength

Concrete

strength

(MPa)

N (kN)  Failure mode

Test
Theory

Test Theory
Adhesive bond strength Concrete breakout strength Fastener steel strength

A-2m
27 583.5 379.7 512.5 643.9 BF → WP BF

35 813.8 399.1 583.5 643.9 BF → WP BF

B-2m

18 307.4 346.9 418.5 643.9 BF → LB BF

27 343.2 379.7 512.5 643.9 BF → LB BF

35 325.1 399.1 583.5 643.9 BF → LB BF

B-3m

18 311.3 346.9 418.5 643.9 BF → LB BF

27 286.4 379.7 512.5 643.9 BF → LB BF

35 352.8 399.1 583.5 643.9 BF → LB BF

C-2m
27 360.9 379.7 512.5 643.9 BF → SF BF

35 323.9 399.1 583.5 643.9 BF → BF BF

C-3m

18 324.2 346.9 418.5 643.9 BF → CB BF

27 416.7 379.7 512.5 643.9 BF → CB BF

35 391.9 399.1 583.5 643.9 BF → CB BF

D-3m
18 383.2 346.9 418.5 643.9 BF → WF BF

27 368.2 379.7 512.5 643.9 BF → WF BF

Fig. 9 Unheaded fastener group influen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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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7)

여기서, kcp는 다음과 같다.

−hef < 65 mm인 경우 상수 kcp = 1.0

−hef > 65 mm인 경우 상수 kcp = 2.0

앵커의 안전성 검토시 내민보의 형상에 관계없이 상부

의 4개만이 인장력을 받는 앵커 볼트이므로 4개에 대한

파괴강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실험 결과와 함께

Table 7에 정리하였다. 앵커 볼트의 파괴는 인장과 전단

에 의하여 파괴되나, 이 연구에서 적용된 단면의 경우에는

인장 파괴가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Table 7

에는 인장 파괴에 대한 해석 결과만을 정리하였다. 이론

해석은 해석 결과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강도를 나타내

는 adhesive bond strength와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 하

였다.

5.2 실험 결과 분석

앵커 연결된 내민보의 실험 결과와 후설치 부착식 앵

커 볼트 분석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으며, 표에 나

타낸 축력(N)은 부착식 앵커 볼트의 인장력이 작용하는

상부 4개의 볼트에 대하여 단면부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와 이론해석 결과

를 비교해 보면 모든 시험체는 이론 해석에서 부착식 앵

커 볼트의 adhesive bond failure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의 파괴 형상을 확인하

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시험체는 초기에

adhesive bond failure 형상을 보인 후 최종 파괴는 표에

서 나타낸 파괴 형상을 보이면서 시험체가 극한상태에

도달한 후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의 축력

과 해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실험 결과의 축력값이 해

석 결과에 비해 적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앵커 볼트에 대한 앵커 볼트의 부착

강도(τ )가 실측치를 사용하여야 하나 이 연구의 주요 목

적이 앵커 볼트의 인장 및 전단 거동에 대한 분석이 아

닌 앵커 연결된 내민보의 거동 평가였기 때문에 부착강

도(τ )값을 문헌을 통한 보수적인 값을 적용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론 해석 결과의 파괴 양상과 내민보에 대한

시험체의 주요 파괴 형태는 adhesive bond failure 후 앵커

볼트의 concrete breakout되거나 국부 좌굴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중소 규모 교량이 보도 확장시 적용 가

능한 앵커 연결된 내민보의 구조 거동에 대하여 실험적

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일반적으로 앵커 부착되는 구조의 경우, 시공의 불

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앵커의 부착강도 등을 보수

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A type의 경우

에는 앵커의 수가 과대설계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C type과 같은 형태의 앵커 조합이 보다 효과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착식 앵커 볼트의 경우 부모멘트가 발생하지 않

는 경우에는 C type과 같이 압축측에는 앵커 볼트

를 최소화함으로써 시공비와 시공 절차를 효율화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착식 앵커로 지지

되는 내민보의 지간이 길어지는 경우 내하력 보다

는 처짐 등에 의한 사용 성능이 부재 설계의 중요

인자로 작용하게 되므로 확장 구조물에 대한 사용

성능 기준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용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프리스

트레싱 도입의 경우에는 부착강도의 50%이하로 긴

장하는 것이 파괴 강도 확보와 사용 성능 향상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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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국내의 교량 확장 보도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량 확장 보도부에 적용되는 내민보는

부착식 앵커 볼트를 이용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민보의 경우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

태로 설치 간격 및 단면 등이 과다 설계되고 있으며 과다한 중량에 의한 시공상의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

결되는 부착식 후설치 앵커 볼트에 관한 실험 및 해석 결과 등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앵커 볼트의 수량을 증

대시키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앵커 연결된 내민보의 구조 거동 평가 실험을 통해 기존의 내민보의 단면을 최적

화하여 단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앵커 볼트의 수량을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내민보의 파괴는 부착식 앵커의 부착 파괴에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축 측의 앵커 개수를 감소시켜도 부재의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내민보의 형상을 변화시키고 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함으로서 사

용 상태의 사용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내민보, 부착식 후설치 앵커 볼트, 프리스트레싱, 확장 보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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