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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존 구조물의 리모델링, 내진보강, 용도변경에 따른 구

조 보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강 공사1-4)에서는 후

설치 앵커를 이용한 신구 콘크리트 연결이 매우 빈번하

게 발생하며, 접합면은 주로 전단력을 저항한다. 신구 콘

크리트 접합부에는 시공이 단순하고 내력 평가방법5,6)이 

명확하여 롯드(rod) 앵커가 주로 사용된다. 구멍 천공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주로 지름 16 mm 이하인 롯드 앵커

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앵커의 전단강도가 낮아 다수 

앵커가 요구된다. 다수 앵커를 노후화된 기존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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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에 시공할 경우,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신설된 보강 구조물의 성능 또한 신뢰하기 어렵

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롯드 앵커보다 높은 전단강

도를 갖는 고전단 앵커의 개발이 필요하다. 

후설치 앵커의 단면적을 증대시키면, 앵커의 강재강도

가 높아지고 콘크리트와 앵커의 접촉면적이 증가되어 콘

크리트 지압강도도 향상된다. 그러나 앵커 지름이 증가하

면 재료비가 증대하고 구멍 천공작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관을 롯드 앵커 대

용으로 사용하는 연구7,8)가 일본에서 수행되었다. 강관 

앵커는 콘크리트와 강관의 접촉 면적이 커서 국부적인 

콘크리트 지압파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신구 콘크리트 

접합면의 전단강도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강

관은 롯드에 비해 지름이 크기 때문에 기존 철근 콘크리

트 구조물에 배근된 철근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천공이 불가능하다. 얕은 묻힘깊이를 갖는 강관 앵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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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hear strength model for the high-shear ring anchor consisting of a steel ring and a rod was developed based on the 

shear tests on single high-shear ring anchors. The shear strength was found to be proportional to fck
0.75 which is a similar characteristic 

to the strength of shear connectors used in composite structures. The effects of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edge distance, 

and embedment length of rod are included in the proposed model. Comparison with 22 tests shows that the average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est-to-prediction ratios are 1.01 and 7.57%, respectively. Push tests on the specimens having four 

high-shear ring anchors at each face were conducted and the measured shear strengths were compared with the predictions by the 

proposed model. For the specimen with an edge distance of 100 mm, a splitting failure occurred and for the specimens with an edge 

distance of 150 mm, a failure mode mixed with splitting and bearing occurred, which were very similar to the failures of shear tests 

on single high-shear ring anchors. In case of a splitting failure, the overlap of failure surfaces could be prevented by providing the 

longitudinal spacing of 400 mm which is four times of the edge distance. In case of a bearing failure, the failure area is less than 150 mm 

from the center of the anchor and therefore the overlap of failure surfaces could be prevented by providing the longitudinal spacing of 

200 mm. The average of the test-to-prediction ratios of Push tests is 98%, which means that the proposed mode can be applied to 

predict the shear strength of the multiple high-shear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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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콘크리트 접합면에 발생하는 인장력에 저항할 수 없

으므로 신구 콘크리트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로 인해 강관과 콘크리트 사이의 지압면적이 급격히 저

감되어 전단강도를 상실하게 된다. 

기존의 롯드 앵커와 강관 앵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Fig. 1의 고전단 링앵커9)가 개발되었다. 고전단 링

앵커는 롯드에 강재 링을 추가한 형태로 구성된다. 강재 

링 내부는 에폭시를 충전하고, 앵커 롯드를 강재 슬리브

가 감싸며, 강재 링과 강재 슬리브는 강재 디스크로 연결

된다. 강재 링으로 인해, 단일 롯드 앵커에 비해 높은 강

도와 강성을 지니게 된다. 선행연구10)에서는 고전단 링앵

커의 설계법과 구성을 소개하고, 단조가력 전단실험을 통

해 단일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 강도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 평가식을 제안하였다. 

실제 구조물에서는 다수 앵커가 사용되고 이 경우 앵커 

종방향 및 횡방향 간격에 따라 단일 앵커와 다른 전단강

도가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다수 고전단 링앵커의 Push 

실험을 수행하여 개발된 평가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2. 단일 고전단 링앵커 전단강도 평가모델

선행연구10)에서는 단일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Fig. 2의 단조가력 전단실험을 실시하였

다. 콘크리트 부재 폭, 콘크리트 압축강도, 앵커 롯드의 

묻힘깊이를 실험변수로 설정하고 총 22개의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앵커 롯드는 M16 부착식 앵커(나

사산을 고려한 유효단면적 144 mm2)로 제조사에서 제공

하는 공칭인장강도 futa는 500 MPa이며, 공칭전단강도는 

43.2 kN이다. 강재 링의 외경은 89.1 mm이고, 링의 묻힘

깊이는 20 mm로 기존 구조물의 철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상세한 실험계획과 실험결과는 참고

문헌 10에 수록되어 있다. 

단일 고전단 링앵커 전단실험 결과10)를 분석하여 고전

단 링앵커의 전단강도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실험결과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재 폭, 앵커묻힘깊이가 전단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각 절에서 각 인자

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1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영향

앵커 롯드 묻힘깊이가 90 mm이고, 콘크리트 강도를 제

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실험체 사이의 전단 강도

를 Fig. 3에서 비교하였다. x축은 실험체 폭이며, y축은 

설계강도 35 MPa (실험일 강도 41.3 MPa)로 제작된 실험

체(이하 C35-실험체)와 설계강도 21 MPa (실험일 강도 

25.4~28.2 MPa)로 제작된 실험체(이하 C21-실험체)의 전단

강도 비율을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강도가 약 1.5배 증가

함에 따라 전단강도는 대략 35% 증가하였다.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전단강도 는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가

정하였다. C21-실험체 대비 C35-실험체를 비교한 결과   

값은 평균 0.75로 평가되어, 단일 고전단 링앵커의 기본 

평가식을 식 (1)과 같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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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k는 부재폭에 따른 계수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인장강도에 지배를 받는 콘크리

트 전단강도, 정착과 이음길이 산정식,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0.5제곱에 비례한다. 그

러나 고전단 링앵커의 경우 링 외면의 지압에 의한 영향

이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0.75제곱은 전단연결재의 전단강도 평가식과 매우 유

사하다. 강-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에 많이 사용되는 전단

연결재의 설계강도11)는 식 (2)로 산정한다.

   (2)

여기서, 은 전단연결재 전단강도이며, 는 전단연결재 

단면적, 는 콘크리트 탄성계수이다.

전단연결재 전단강도는 콘크리트 강도와 콘크리트 탄

성계수 곱의 제곱근에 비례하다.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콘크리트구조기준12)에서는 재령 28일 콘크리트 압축강도

()의 1/3제곱, ACI 318-146)에서는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의 1/2제곱에 비례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전단

연결재의 전단강도는 콘크리트 강도의 2/3 또는 3/4 제곱

에 비례하게 된다.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에 대한 콘

크리트의 영향은 전단연결재의 전단강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2 부재 폭의 영향

부재 폭 300 mm까지는 부재 폭이 증가할수록 전단강

도가 향상되었으나, 부재 폭 300 mm 이상에서는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는 부재 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앵

커 중심에서 측면 연단거리가 가까우면 측면 피복두께가 

쪼개지는 파괴가 발생되며, 일정 연단거리 이상에서는 쪼

갬파괴보다 강재 링 전면부 콘크리트가 지압으로 파괴되

는 특징이 있다. 

앵커 롯드 묻힘깊이가 90 mm이고, 지압파괴가 지배적

인 부재 폭 300 mm 이상 실험체의 전단강도를 
로 나

눠서 식 (1)에서 가정한 값으로 9.07을 얻었다. 이 연구

에서는 부재 폭 중심에 단일 고전단 링앵커가 설치되었

지만, 실제 구조물에서는 앵커가 여러 열 설치될 수 있으

므로, 부재 폭보다는 측면 연단거리를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 중심에서 측면 연단거리를 c로 정

의하면, 측면 연단거리 150 mm 이상이고 앵커 롯드 묻힘

깊이 90 mm인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는 식 (3)으로 

산정할 수 있다.

 
 ≥ mm   (3)

부재 폭 200 mm와 300 mm에서는 부재 폭이 커짐에 따

라 전단 강도가 향상되었으므로 부재 폭에 따른 전단강

도를 선형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회귀분석하

여 식 (4)를 얻었다. Fig. 4에서 실험결과와 식 (3), (4)를 

비교한 결과, 제안식이 콘크리트강도와 측면 연단거리에 

따른 단일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를 적절히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mm   (4)

여기서, 는 측면연단거리이다.

2.3 앵커 롯드 묻힘깊이의 영향

앵커 롯드의 묻힘깊이가 깊어질수록 전단 강도는 향상

되었다. 강재 링에 작용되는 전단하중과 콘크리트 저항

력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편심이 발생되며, 이 편심으로 

앵커 롯드에는 인장력이 유발된다. 앵커 롯드가 인장으

로 파괴되면 강재 링은 회전하여 고전단 링앵커가 파괴

된다. 앵커 롯드 묻힘깊이가 깊을수록 앵커 인장 강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강재 링의 회전을 방지할 수 있다. 묻

힘깊이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동일 조건에서 묻힘깊

이만 증가한 실험체 간의 전단 강도를 비교하여 Fig. 5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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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묻힘깊이가 90 mm에서 125 mm로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는 평균 1.92배 향상되었다. 묻힘깊이 90~125 mm 

구간에서 전단강도는 묻힘깊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실용적 측면에서 계수를 단순화 하면, 전단강

도 평가식은 식 (5)로 수정된다.

 
 


  ≤ 

 


   

 (5)

여기서, 는 측면연단거리이며, 는 앵커 롯드의 묻힘

깊이를 나타낸다.

식 (5)에 따른 예측강도와 실험값을 Fig. 6에서 비교하

였다. 예측식이 콘크리트 강도와 앵커 롯드의 묻힘깊이에 

따른 편향 없이 단일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 강도를 적절

히 예측하고 있다. 총 22개의 실험값과 비교한 결과 [실

험값]/[예측값]의 비는 1.01이며 변동계수는 7.57%로 매

우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실험체 수량과 변동계수를 이

용하여, 콘크리트구조기준12) 부록 II장 콘크리트용 앵커

의 설계강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5% 분위수 안전율을 산

정하면 식 (6)과 같다.

    ×   (6)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기준과 동등한 안전율을 갖는 고

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는 식 (7)과 같다.




 


  ≤ 

 


   

 (7)

3. 다수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실험 계획

3.1 가력 및 계측방법

실제 구조물의 보강에서는 다수의 앵커가 사용되며, 

그룹 앵커의 전단강도는 단일 앵커의 전단강도에 앵커 

개수를 곱한 값과 상이할 수 있다.12) 다수 고전단 링앵커

가 사용되면 앵커 사이의 종방향 및 횡방향 간격이 전단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변수로 Push 실험을 

계획하였다.

Push 실험은 기존 콘크리트 블록 좌우면에 앵커를 설

치한 후 신설 콘크리트 블록을 좌우에 타설하여 실험체를 

구성한다. 실험체 제작 및 실험방법은 Eurocode 4 Annex 

B.213)를 준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Fig. 7과 같이 3개 블록으

로 구성된 실험체에서 중앙 블록 상부를 가력하고, 좌우 블

록 하부에 반력이 형성되도록 구성하였다. 하중은 10,000 kN 

용량의 오일잭으로 단조 가력하였으며, 상부 및 하부에

서 신구 콘크리트 접합면의 상대 변위를 계측하였다. 

3.2 실험변수 및 실험체 설계

전단력이 가해지는 종방향의 앵커 간격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해 한쪽 면에 4개씩 양면에 총 8개의 고전단 링앵

커를 설치하였다. 롯드의 묻힘깊이는 125 mm로 설정하였

으며, 기존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1 MPa 신설 콘

크리트는 35 MPa로 계획하였다. 부재 폭 300, 400, 500 mm 

콘크리트 블록에 측면 연단거리를 100 mm, 150 mm로 설

정하였다. 식 (5)에 의한 예상 전단강도는 측면 연단거리

가 100 mm인 실험체는 1,079 kN, 측면 연단거리가 150 mm

인 실험체는 1,324 kN로 산정되었다.

고전단 링앵커를 설치한 실험체 4개와 비교를 위해 롯

드 앵커를 설치한 실험체 1개를 제작하였으며 각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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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st set-up of pus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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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상세치수는 Table 1과 Fig. 8에서 보여주고 있다. 

롯드 앵커는 H사의 M16 (단면적 144 mm2) 부착식 앵

커를 사용하였으며, 한쪽 면에 10개씩 총 20개의 롯드 앵

커를 설치하였다. 롯드 앵커 사용 실험체의 공칭 전단강

도는 864 kN이다. 실험체 폭 400 mm에 롯드 앵커를 2열

로 배치하였다. 측면 연단거리, 종방향 및 횡방향 앵커 

간격은 제조사의 추천 최소값보다 크게 하여 그룹앵커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실제 구조물에서 가장 

촘촘한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R-B300-S-L200-T100-C100 실험체는 폭 300 mm에 고전

단 링앵커를 수평간격 100 mm, 수직간격 200 mm로 엇배

치하여 측면 연단거리 100 mm를 갖는다. 쪼갬파괴가 예

상되며, 가장 낮은 전단강도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실

제 구조물에서 폭이 좁은 보 또는 벽체에 다수의 고전단 

링앵커가 설치될 상황을 묘사하였다. R-B300-1-L200-C150 

실험체는 폭 300 mm에 1열로 4개의 고전단 링앵커를 배

치하였다. 측면연단거리가 150 mm로 단일 고전단 링앵커

의 전단실험 결과에 따르면 측면 쪼갬 파괴와 지압파괴

가 혼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R-B400-S-L200-T100-C150 실

험체는 폭 400 mm에 수평간격 100 mm, 수직간격 200 mm

로 엇배치하여 측면 연단거리 150 mm를 갖는다. R-B300- 

1-L200-C150 실험체에 비해 앵커 사이 간격이 넓기 때문

에 보다 높은 강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R-B500-2-L400- 

T200-C150 실험체는 가장 넓은 폭 500 mm에 2열 배치하

였다.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전단력이 순수하게 앵커에 의해

서만 발현되도록, 신구 콘크리트 사이에 비닐을 끼워 콘

크리트 사이의 마찰을 제거하였다. 

4. 다수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실험 결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실험일에 3개 실시하였으며, 기

존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3 MPa, 신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36.5 MPa였다. 앵커 롯드의 인장강도는 632 MPa

이다.

4.1 파괴유형

최대 내력에 이를 때까지 특별한 균열이나 손상은 관

찰되지 않았으며, 최대 내력에 도달한 후 쪼갬에 의한 측

면 피복의 균열이 관찰되었다. 양쪽 신설 콘크리트 측면

에 끼움 강판을 설치하여 수평방향 벌어짐을 방지하였으

Table 1 Test matrix of push test (Unit: mm)

Specimens* Anchor type

Expected shear 

strength, Vp,d 

(kN)

Width of 

specimens

(mm)

Anchor 

arrangement

Longitudinal 

spacing 

(mm)

Transverse 

spacing

(mm)

Edge 

distance

(mm)

H-B400-2-L150-T200-C100 Rod anchor 864 400 2 rows 150 200 100

R-B300-S-L200-T100-C100 Ring anchor 1,079 300 staggered 200 100 100

R-B300-1-L200-C150 Ring anchor 1,324 300 1 row 200 - 150

R-B400-S-L200-T100-C150 Ring anchor 1,324 400 staggered 200 100 150

R-B500-2-L400-T200-C150 Ring anchor 1,324 500 2 rows 400 200 150

*①-B②-③-L④-T⑤-C⑥: ① is the type of anchors, H represents a rod anchor and R represents a ring anchor; ② is the width of 

the specimen in mm; ③ represents anchor arrangement, S means a staggered arrangement, 1 means a single row, and 2 means 

double rows; ④ is the anchor spacing in a longitudinal direction in mm; ⑤ is the anchor spacing in a transverse direction in mm; 

and ⑥ is the edge distance in mm.

** Notation: Vp,d is a predicted shear strength by Eq. (5) with design values of concrete and rod.

(a) H-B400-2-L150-

T200-C100

(b) R-B300-S-L200-

T100-C100

(c) R-B300-1-L200-C150 (d) R-B400-S-L200-

T100-C150

(e) R-B500-2-L400-

T200-C150

Fig. 8 Details of push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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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부에는 최대 하중에 이르러 수평방향으로 벌어짐

이 발생하였다. 각 실험체별 파괴유형을 Fig. 9에 나타내

었다.

H-B400-2-L150-T200-C100 실험체는 앵커 열을 따라 쪼

갬 균열이 발생하였다. 예상대로 강재 파괴가 발생되었

고, 앵커 강재 강도가 모두 발현된 후 파괴되었다.

R-B300-S-L200-T100-C100 실험체는 측면 연단거리가 

100 mm로 짧기 때문에 예상대로 측면으로 쪼갬파괴가 발

생되었다. 최대 내력 이후 지속적으로 내력을 유지하면

서 상대 변위가 발생되어 강재 링의 회전도 발생되었다. 

동일 열에서 앵커 사이 간격이 400 mm로 쪼갬파괴가 서

로 중첩되지는 않았다. 콘크리트구조기준12)에서 전단을 

받는 그룹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에서 앵커 사이 간

격이 연단거리의 3배 이상이면, 단일 앵커로 취급하는 규

정이 고전단 링앵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R-B300-1-L200-C1500 실험체는 측면 연단거리가 150 mm

로 우측면에서만 측면 쪼갬 파괴가 발생되었다. 단일 고

전단 링앵커 전단실험에서도 연단거리 150 mm 실험체에

서 지압파괴가 쪼갬파괴와 혼합되어 발생된 것과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앵커 사이 간격이 200 mm로, 측면 연

단거리 150 mm의 1.33배에 불과하여 측면 쪼갬파괴 영역

이 중첩되었다. 그러나 최대 내력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대 내력은 지

압에 의해 발현되고 이후 지속적인 변형이 발생되면서 

측면 쪼갬 파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대 

내력을 지배한 파괴현상은 지압파괴로 판단된다. 지압파

괴 영역은 중첩되지 않았으며, 단일 고전단 링앵커 전단

실험10)과 마찬가지로 지압파괴 영역은 200 mm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전단 링앵커의 길이 방향 간격으로 

200 mm를 배치하면 개별 고전단 링앵커가 모두 지압파괴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R-B400-S-L200-T100-C150 실험체는 측면 연단거리 150 mm

에 앵커 사이 수직 간격 200 mm, 수평 간격 100 mm에서 

지압파괴가 발생되었다. 좌측면 1개와 우측면 1개의 앵

커는 과도한 변형으로 파단되었다. 앵커 사이의 콘크리

트가 지압파괴로 일부 손상되었으나, 최대내력 시점에는 

상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R-B500-2-L400-T200-C150 실험체는 측면 연단거리 150 mm

에 앵커 간격 400 mm 실험체에서 측면 쪼갬파괴가 발생

되었다. 과도한 변형으로 좌측면에서 1개 앵커가 파단되

었다. 최대 내력 발현 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력을 유지하

   

(a) H-B400-2-L150-T200-C100 (b) R-300-S-L200-T100-C100 (c) R-B300-1-L200-C150

  

(d) R-B400-S-L200-T100-C150 (e) R-B500-2-L400-T200-C150

Fig. 9 Typical specimen failures of Pus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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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변형이 발생되었다. 측면 연단거리 150 mm를 갖는 

3개의 실험체 중 측면 쪼갬파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되

었으며, 파괴면도 중첩되어 그룹 앵커처럼 거동하였다. 

콘크리트구조기준 콘크리트용 앵커에서 앵커 간격으로 

요구하는 연단거리의 3배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장 큰 내력이 예상되었으나, 측면 쪼갬파괴가 발생되면

서 내력이 낮게 발현되었다.

4.2 하중-변위 관계

고전단 링앵커로 제작된 모든 실험체가 최대 내력 발

현 후 상당한 변위가 발생된 후 파괴되었다. 다수의 앵커

가 거의 동시에 최대 강도를 발현하고, 쪼갬파괴가 발생

된 경우에도 지압으로 지지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전단하

중에 대해서도 최대 강도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실험

체별 하중과 상대변위의 관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H-B400-2-L150-T200-C100 실험체는 쪼갬 파괴 발생 이

후에 강재의 전단 파단이 발생될 때까지 상당한 변형이 

발생하였다. 최대 내력 발현시점이 지연된 것은, 20개의 

앵커가 설치되어 동시에 내력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또한 강재의 변형경화가 발생되어 과도한 변형에서 

최대 내력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R-B300-S-L200-T100-C100 실험체는 측면 쪼갬 파괴로 

다른 고전단 링앵커에 비해 내력이 낮게 나타났다. R-B300- 

1-L200-C150 실험체는 예상과 다르게 가장 높은 강도가 

발현되었다. 모든 앵커가 거의 동시에 최대 내력을 발현

한 후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R-B400-S-L200-T100-C150 실험체는 1차 강도 발현 후 

급격히 내력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내력이 증가하

여 최대 내력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거동은 다수의 앵커

가 전단을 받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전형적인 거동으로, 

각 앵커들의 최대 강도 발현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에 최대 강도에 이른 앵커가 다른 앵커들이 

최대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R-B500-2-L400-T200-C150 실험체는 예상과 달리 낮은 

하중에서 파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강성이 큰 앵커에

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모든 고전단 링앵커가 동시

에 내력을 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구조물의 내진보강에서는 기존 구조물과 보강 구

조물 사이의 적은 상대변위에서 충분한 전단력이 전달되

어야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건축

방재협회 매뉴얼14)에 따르면 내진보강에 사용되는 전단

연결재의 강도는 2 mm의 변위 이내에서 발현된 강도만

을 사용하고 있다. Fig. 10에서 2 mm 상대변위 점을 비교

해보면 롯드 앵커에 비해 고전단 링앵커의 강도가 매우 

높았다.

4.3 다수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 평가

Push 실험에서 계측된 실험체별 최대 하중과 식 (5)에 

의한 예상 강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단일 롯드 앵커 

실험체는 콘크리트 구조기준의 강재 파괴 강도 예측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콘크리트 강도와 앵커 롯드 강재 

강도는 실제 재료실험 결과를 사용하였다.

Fig. 11에서 실험체별 강도와 예측강도를 비교하였다. 

고전단 링앵커가 사용된 4개 실험체에서 평균 98%의 강

도가 발현되었다. 3장에서 개발된 평가모델이 다수 고전

단 링앵커의 전단강도도 매우 정확히 예측하였다. 또한 5% 

분위수의 안전율이 고려된 공칭강도 Pn 예측모델 식 (7)

과 비교하면 12% 높게 발현되어 다수 고전단 링앵커가 

적용된 경우에도 식 (7)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반면에 20개 롯드 앵커가 사용된 실험체는 실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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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s of push test

Table 2 Push test results (unit: kN)

Specimens Vp Ve Ve,2mm

H-B400-2-L150-T200-C100 1,092 1,028 632

R-B300-S-L200-T100-C100 1,155 1,129 892

R-B300-1-L200-C150 1,418 1,445 1,321

R-B400-S-L200-T100-C150 1,418 1,427 1,154

R-B500-2-L400-T200-C150 1,418 1,280 1,206

*Notation: Vp is a predicted shear strength by Eq. (5) with 

measured values of concrete and rod, Ve is a measured shear 

strength, and Ve,2mm is a measured load at 2 mm relativ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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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s of shear strengths with pre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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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반영한 구조설계기준 강도보다 낮은 강도가 발현

되었다. 

5. 결    론

롯드 앵커에 강재 링을 추가한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

실험을 바탕으로 강도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다

수의 고전단 링앵커에 대한 Push 실험을 수행하고, 개발

된 전단강도 모델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의 결론

을 얻었다.

1)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3/4 제곱에 비례하여,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에 사용

되는 전단연결재와 유사한 강도 특성을 발현하였다. 

2)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면연단거리, 롯드 묻힘깊이를 

고려한 단일 고전단 링앵커 전단강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22개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실험값]/ 

[예측값]의 평균이 1.01 변동계수 7.57%로 나타났다.

3) 한 면에 4개씩 총 8개의 고전단 링앵커가 설치된 Push 

실험 결과, 단일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실험과 유사

하게 측면 연단거리 100 mm에서는 쪼갬파괴가 발생

되고, 측면 연단거리 150 mm에서는 쪼갬파괴와 지

압파괴가 혼합된 파괴가 발생하였다. 

4) 쪼갬 파괴가 발생된 경우, 가력방향으로 고전단 링

앵커 간격이 측면 연단거리의 4배인 400 mm이면 파

괴면이 독립적으로 발생되어, 앵커 사이 간섭이 발

생되지 않았다. 지압 파괴가 발생된 경우, 지압파괴

의 영향 길이가 150 mm 미만으로 가력방향으로 고

전단 링앵커의 간격이 200 mm를 확보하면 앵커 사

이 상호 간섭이 발생되지 않았다.

5) 다수 고전단 링앵커 Push실험에 의한 전단강도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강도의 평균 98%가 발현되었다. 

개발된 전단강도 모델이 다수의 고전단 링앵커의 전

단강도 예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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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롯드 앵커에 강재 링을 추가한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실험을 바탕으로 강도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고전단 링앵커의 전단강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3/4 제곱에 비례하여,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에 사용되는 전단연결재와 유사한 

강도 특성을 발현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면연단거리, 롯드 묻힘깊이를 고려한 단일 고전단 링앵커 전단강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22개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실험값]/[예측값]의 평균이 1.01 변동계수 7.57%로 나타났다. 한면에 4개씩 총 8개의

고전단 링앵커에 대한 Push 실험을 수행하고, 개발된 전단강도 모델과 비교하였다. 다수의 고전단 링앵커 Push 실험 결과, 단일 

고전단 링앵커와 유사하게 측면 연단거리 100 mm에서는 쪼갬파괴가 발생되고, 측면 연단거리 150 mm에서는 쪼갬파괴와 지압파

괴가 혼합되어 발생하였다. 쪼갬 파괴가 발생된 경우, 가력방향으로 고전단 링앵커 간격이 측면 연단거리의 4배인 400 mm이면 

파괴면이 독립적으로 발생되어, 앵커 사이 간섭이 발생되지 않았다. 지압 파괴가 발생된 경우, 지압파괴의 영향 길이가 150 mm

미만으로 가력방향으로 고전단 링앵커의 간격이 200 mm를 확보하면 앵커 사이 상호 간섭이 발생되지 않았다. 다수 고전단 링앵

커 Push실험에 의한 전단강도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강도의 평균 98%가 발현되었다. 개발된 전단강도 모델이 다수의 고전

단 링앵커의 전단강도 예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앵커, 전단, 쪼갬 파괴, 지압 파괴, Push 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