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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력을 받는 선설치 앵커볼트의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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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Shear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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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단하중을 받는 앵커볼트의 설계에 o 콘파괴 이론이 그동안 적용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부터 CCD(Concrete Capacity

Design) 방법이 새로운 설계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 방법은 주로 소형 앵커볼트에 대한 실험 결과에 근거한 관계로 앵커볼트의 직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큰 연단거리를 갖는 중대형 앵커볼트에 대한 합리적인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식의

도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M56 선설치 단일 앵커볼트로 연단거리 350mm에 대해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 평가를 위해 4개의 시험

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 결과와 타 연구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연단거리 750mm까지의 큰 연단거리에 대해 새로운 전

단파괴강도식을 제안하였다.

ABSTRACT：The 45-degree cone failure theory has been used in concrete anchor bolts design under shear loading, but the CCD (Concrete

Capacity Design) method was adopted as a new design method since 2000. However, the method was allowed only for anchor diameters of

less than 50mm because it is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of small size anchor bo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ational

concrete breakout capacity equation for medium-to-large size anchor bolts with large edge distance. In this study, shear tests on M56

cast-in-place single anchor bolt with edge distance of 350mm were performed using four test specimens. Based on the test results and

findings of existing studies, a new equation for the breakout capacity of anchor bolts under shear loading with edge distance of up to

750mm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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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랜트 구조물에서 강재기둥의 정착이나 원전구조물에서 대형

기기를 콘크리트에 정착하기 위해 중대형 앵커볼트가 흔히 사용

되고 있다. 콘크리트 정착용 앵커볼트의 전단력에 대한 설계는

그동안 ACI 349-90(1990)에서 제시된 45° 콘파괴 이론이 적

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앵커볼트의 전단하중 방향의 연

단거리가 커질수록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를 실제보다 과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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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즉 비안전측의 결과를 보임이6)여러 연구(Fuchs 등,

1995; Muratli 등, 2004)로부터 밝혀졌다. 이로 인해 2,000

년 이후 ACI 349-01(2001) 및 ACI 318-02(2002)부터는

CCD(Concrete Capacity Design)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기

준이 도입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07년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해

설 부록편(한국콘크리트학회, 2007)에 본 설계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CCD 방법이 주로 소형앵커를 중심으로 수행된 실

험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된 관계로 현재 설계기준에서는 앵커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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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의 직경이 50mm 이하이고 매입깊이가 635mm 이하인

경우에만 강도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한국콘크

리트학회, 2007; ACI 318-08, 2008). 따라서, 큰 연단거

리를 갖는 중대형 앵커볼트에는 현재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ASTM E488-96(Reapproved 2003)

규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콘크리트의 파열파괴강도를 평

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인장하중을 받는 중대형 앵커

볼트의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는 최근 수행된 실험연구로부터

앵커볼트 직경 100mm, 매입깊이 1,200mm까지 CCD 방법

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장정범 등, 2004;

박용명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M56 선설치 단일 앵커볼트의 전단에 대한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 평가를 위해 연단거리가 350mm인 4

개의 시험체에 대해 전단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

결과와 최근의 타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연단거리 750mm까

지의 큰 연단거리를 갖는 중대형 앵커볼트에 대해 현 설계기

준에 제시된 콘크리트 파열파괴 강도식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

하고 새로운 강도식을 제안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이

전단하중을 받는 앵커볼트의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를 평가하

고자 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실험 및 본 연구에서 인용한 기

존 실험 결과들은 무근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2. 앵커볼트 설계기준의 이론적 배경

2.1 45° 원추형 콘파괴 이론에 의한 파열파괴강도

전단력을 받는 앵커볼트의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는 o 콘

파괴 모델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본 방법에서는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콘파괴 형상을 o 각도의

반원추(half-cone) 형상으로 가정하고 파열파괴강도는 연단거

리()의 2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설정된 것으로 ACI

349-90(1990)에서 적용되었다.

본 이론에서는 45°의 반원추형 파괴면에 균일한 전단응력이

작용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전단에 대한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 을 다음 식으로 고려하였다.

   
   (1)

여기서, =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MPa),  =전단하

중 방향의 연단거리(mm)이다.

2.2 CCD 이론에 의한 파열파괴강도

Fuchs 등(1995)과 Muratli 등(2004)은 앵커볼트에 대한

전단실험 결과를 토대로 연단거리가 커질수록 종래의 o 콘

파괴 이론이 비안전측임을 밝히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인 CCD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콘크리트 파괴콘 형상을 o각도의 반피라미드(half-pyramid)

형상으로 이상화하고 파열파괴강도는 연단거리의 1.5승에 비례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2,000년 이후 ACI 349-01(2001) 및 ACI

318-02(2002)에 설계기준으로 채택되었다.

본 이론에서는 o 콘파괴 이론에 비해 앵커볼트의 직경과

지압길이를 추가로 고려하였으며, 비균열 콘크리트(uncracked

concrete)에서 전단력을 받는 단일 앵커의 평균 파열파괴강도

(mean breakout capacity)는 다음 식(이하 CCD 기본강도식)으

로 제안되었다.

   
 



  
   (2)

여기서, =앵커의 직경(mm), = 앵커의 지압길이(=min

   ,  =앵커의 유효매입깊이)이다.

그림 1. o 콘파괴 모델

그림 2. CCD 이론의 o 피라미드형 파괴 모델
한편, Eligehausen 등(2006)은 식(2)의 기본강도식이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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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볼트의 직경이 25mm 이상인 경우 실제보다 콘크리트 파열

파괴강도를 과다 평가함을 지적하고, ≥25mm인 경우에 대

해서는 다음 수정강도식(이하 수정강도식)을 적용할 것을 제

안하였다.

    
 




  



 
   (3)

여기서, 각 기호는 앞의 식들과 같다.

2.3 45° 원추형 콘파괴 이론과 CCD 이론식의 비교

비균열 콘크리트에서 연단거리 300mm까지의 선설치 중소

형 앵커볼트에 대하여 국외에서 수행된 기존 실험결과

(Klingner 등, 1999)를 이용하여 식(1)의 o 콘파괴 이론 강

도식과 식(2)의 CCD 기본강도식 대비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은 실험강도/파

괴강도식의 비이다.

(a) 45° 원추형파괴 이론강도식과 실험결과의 비교

(b) CCD 기본강도식과 실험결과의 비교

그림 3. 연단거리 300mm이하 앵커의 실험/이론강도 비교

그림 3(a)로부터 45° 원추형 콘파괴 강도식은 연단거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제보다 전단에 대한 파괴강도를 과다하

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그림 3(b)로부터 식 (2)

의 CCD 기본강도식은 45° 원추형 콘파괴 이론에 비해 합리

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연단거리가 증가할수록 점차 비안전측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 M56 앵커볼트 전단시험체의 설계

3.1 실험 방법 개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21 MPa

이고, 앵커볼트는 M56을 사용하였다. 전단하중을 받는 앵커볼

트의 실험 방법은 ASTM E488-96(Reapproved 2003)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 그림 4는 ASTM 규정에 따른 본 연구의 전단실

험방법 단면도이다.

선설치 앵커볼트는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콘크리트 바닥

에 앵커체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앵커볼트를 세운 후 콘크리

트 타설시에 수직도의 유지를 위해 앵커볼트의 상부를 2방향

으로 파이프로 엮어서 지지하였다. 앵커볼트의 하단은 앵커체

어의 상단에서 단순 삽입하도록 고안되었다. Center hole이

있는 유압잭을 사용하여 가력용 앵커볼트에 인장력을 가함으

로써 선설치 앵커볼트에 전단하중을 가하였다. 그림 5는 실제

시험 전경이다.

그림 4. 전단시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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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단시험 전경

3.2 시험체 제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각

실험에서 2개씩의 시험체를 수행하였다. 먼저, 1차실험에서는

앵커볼트의 유효매입깊이를 450mm로 하였고, 2차실험에서는

유효매입깊이를 400mm로 하였다. 하중 직각방향의 연단거리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반력보의 순간격은 2,000mm로 하였으

며, 이는 그림 2의 CCD 이론의 파괴모형의 폭 의 약 두

배인 에 해당된다. 시험체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구분 시험체명 매입깊이 연단거리
반력보
순간격

1차

실험

S-1 450 mm 350 mm 2,000 mm

S-2 450 mm 350 mm 2,000 mm

2차

실험

S-3 400 mm 350 mm 2,000 mm

S-4 400 mm 350 mm 2,000 mm

표 1. 앵커볼트 전단시험체 개요

3.3 앵커볼트의 재질

실제 실험에서는 콘크리트의 파열파괴 이전에 앵커볼트의 항

복이 발생할 경우 거동의 분석이 힘들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열

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강재 앵커는 탄성범위 내에 있도록 고려

하였다. 식(2)로부터 콘크리트 파열파괴 하중은 약 340kN으

로 평가되고, 이 때 M56 앵커볼트의 전단응력은 약 140MPa

이 된다. 이에 실제 실험에서 앵커볼트는 S45C 재질( 

280MPa)의 고강도 앵커볼트를 사용하였다. 한편, 가력용 앵커

볼트의 예상 인장응력도 140MPa이므로 S45C 재질( 

490MPa)의 M56 앵커볼트를 사용하였다.

4. M56 앵커 전단실험 결과

4.1 전단 실험의 수행

전단하중의 평가는 가력용 M56 앵커볼트의 4군데에 변형률게

이지를 부착하고 이로부터 하중을 평가하였으며, 변위는 그림 6에

보인 바와 같이 전단그립뒷면에 LVDT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앵커볼트의 내하력 평가 시험에서 가력속도에 대한 규정은

ASTM E488-96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본 실험에

서는 center hole 유압잭을 약 100 N/sec의 속도로 수동으

로 작동하면서 가력하였다. 시험시 하중은 50 kN씩 증가시킨

후 콘크리트의 균열 여부를 파악하고, 다시 가력하는 절차로

종국 상태까지 진행하였다.

그림 6. 변위계 설치 장면

(a) S-1, S-2 시험체

(b) S-3, S-4 시험체

그림 7. 전단시험체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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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중-변위선도

전단시험체의 하중-변위 곡선은 그림 7과 같고, 각 시험체

의 최대하중 및 해당 변위는 표 2와 같다.

그림 7로부터 1차실험의 시험체 S-1과 S-2는 하중-변위선

도가 직선증가 형태로, 2차실험의 시험체 S-3과 S-4는 곡선

증가 형태로 최대하중에 도달하였다. 두 시험에서 차이는 다

음과 같다. 1) 1차콘크리트 블록은 8월에, 2차 블록은 10월

에 제작한 점, 2) 콘크리트 강도가 소요강도에 도달하여 실험

을 수행한 시점이 1차실험은 콘크리트 블록 제작 후 3주 후

에, 2차 실험은 4주 후에 실시한 점, 3) 2차실험이 1차실험

에 비해 앵커볼트 매입깊이가 50mm 짧은 점이다. 그러나,

제한된 시험체 개수로 하중-변위선도 양상의 차이를 결론내리

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S-2는 변위의 delay 현상이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 상단과 반력보 간의 초기 틈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체명 최대 하중(kN) 변위(mm)

S-1 268.70 2.4

S-2 276.87 4.8

S-3 238.53 6.4

S-4 241.77 5.4

표 2. 전단실험 결과

4.3 파괴 형상 분석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상부 표면에서는 앵커볼트에서부터

o 정도의 각도로 균열이 진전되었는데, 파괴콘의 형상 분석

을 위해 최대하중 도달 이후에도 계속 재킹을 하였다. 그림 8

은 S-1 시험체의 파괴형상을 위에서 촬영한 것이고, 파괴 후

앞면 형상은 그림 9와 같다. 한편, 그림 10(a)는 S-1 시험체에

서 측정한 윗면, 앞면의 파괴 형상이고, 그림 10(b)는 S-1 및

S-2 시험체의 측면에서 측정한 파괴 단면의 예이다.

다른 시험체들에 대해서도 파괴콘의 형상을 모두 측정한 결

과 상부 표면의 파괴각은 최소 o에서 최대 o 범위를 보

였으며, 평균 o의 각도를 보였다. 이는 CCD 이론의 o보
다 다소 완만한 기울기를 보였으며, 파괴면의 기울기 비는

CCD 이론의 1 : 1.5 보다 완만한 1 : 2.7의 기울기에 해당한

다. 한편, 콘크리트의 측면 파괴각은 o에서 o 범위를 보

였으며, 평균 o의 각도를 보였다.

그림 8. 상면 파괴 형상(S-1)

그림 9. 앞면 파괴 형상(S-1)

(a) 윗면 및 앞면 파괴형상(S-1)

(b) S-1, S-2 측면 파괴 형상

그림 10. 시험체 파괴 형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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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시체 압축강도

1차 시험체의 공시체 강도는 25.5, 22.9, 21.7 MPa로서

평균 23.4 MPa로 나타났다. 한편, 2차 시험체의 공시체 강

도는 20.2, 23.6, 19.6 MPa로서 평균 21.1 MPa로 나타

났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파열파괴강도 평가시 1차 시험체들

에 대해서는  MPa를, 2차 시험체들에 대해서는

 MPa를 각각 적용하게 된다.

5. 실험결과 분석 및 파괴강도식 평가

5.1 본 연구 및 기존 실험 결과

비균열 콘크리트에 대한 기존의 해외 실험 데이터(Klingner

등, 1999)와 국내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한국수력원자력(주),

2004)를 본 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전단하중에 대한 콘

크리트 파열파괴강도식의 타당성을 먼저 평가하고자 한다. 국

내외 실험 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것과 본 연구 결과를 표 3에

제시하고, 식(2)의 기본강도식, Eligehausen 등(2006)이 제

안한 식(3)의 수정강도식, 그리고 5.2절에서 제안한 본 연구

의 제안식과 실험강도의 비를 제시하였다. 참고로 한국수력원

자력(주)가 수행한 실험에서 연단거리 508mm의 콘크리트 블

록의 실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37.5MPa, 연단거리 762mm

블록에서는 35.3MPa이었으며, 표 3에 제시된 결과는 목표

압축강도인 38MPa로 정규화한 결과이다.

한편, 표 3의 실험데이터에 대해 연단거리에 따라 각 강도

평가식 별로 평가한 결과를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

은 각 실험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서로 다르므로

  MPa로 정규화한 것이고,   min   및 

는 실제 값을 적용하였다. 그림에서 는 실험강도 또는 파괴

강도식으로 평가한 강도이다. 그림 11로부터 식(2)의 CCD 기

본강도식은 연단거리가 증가할수록 실제보다 콘크리트 파열파

괴강도를 과다 평가함을 명백히 알 수 있고, 식(3)의 수정강도

식은 연단거리가 큰 경우 실제 실험결과보다 파괴강도를 다소

안전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에서 다중회귀

분석 및 제안식은 다음 5.2절에서 제시한다.

5.2 전단에 대한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식 제안

전단하중을 받는 앵커볼트의 합리적인 콘크리트 파열파괴

강도식의 유도를 위해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분석에 적용한 데이터는 그림 3에 적용된 선설치 중소형 앵커

에 대한 모든 실험 결과(총 88 case로서 대표적인 것은 표 3

에 제시)와 표 3에 제시한 본 연구(4 case) 및 한국수력원자

력(2004)의 데이터(8 case)를 고려하였다.

파괴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식 (2)의 CCD 기본강도

식과 같이 앵커볼트 지압길이, 앵커볼트 직경, 콘크리트 압축

강도 그리고 연단거리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파열파괴 강도식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4)

회귀분석 결과  6.7,  0.053,  0.312,  0.497,

 1.275로 구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식 (2)의 기본강도식이

 0.2,  0.3,  0.5,  1.5인 것에 비해 지압길

이와 연단거리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계수를

 0.05,  0.25,  0.5,  1.3으로 취하고, 는

다음 식으로부터 회귀분석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구한

결과 평균값은 7.2로 구해졌다.

 

 

 


 
 (5)

이로부터 비균열 콘크리트에서 전단하중을 받는 선설치 단

일 앵커볼트의 평균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는 다음 식으로 제

안한다.

   
 

 
   (6)

그림 11. 실험 결과와 각 강도식의 비교



전단력을 받는 선설치 앵커볼트의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 평가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2호(통권 117호) 2012년 4월 213

구 분

(mm)


(mm)



(mm)


(MPa)

 

(kN)

기본강도식 : 식 (2) 수정강도식 : 식 (3) 본연구 제안식 : 식 (6)



(kN)




(kN)


제안
(kN)

제안

Klingner

등(1999)

50.8 19.05 92.08

36.34
19.34

13.05
1.482

14.12
1.370

18.76
1.031

20.90 1.601 1.481 1.114

33.79 12.89 12.59 1.025 13.62 0.947 18.09 0.713

35.72 14.67 12.94 1.134 14.00 1.049 18.60 0.789

101.6 19.05 203.2 28.96
30.02

38.62
0.777

36.68
0.818

42.91
0.700

33.36 0.864 0.909 0.777

152.4 25.4 232.2 28.13

93.40

78.29

1.193

65.30

1.430

77.50

1.205

93.40 1.193 1.430 1.205

88.51 1.131 1.355 1.142

89.40 1.142 1.369 1.154

82.73 1.057 1.267 1.067

203.2 25.4 232.2 27.92
144.11

120.09
1.200

92.95
1.550

112.23
1.284

144.11 1.200 1.550 1.284

304.8 50.8 468.3 29.58
245.08

321.65
0.762

217.13
1.129

241.01
1.017

266.88 0.830 1.229 1.107

본연구 350 56.0

450 23.4
268.70

359.27
0.748

228.76
1.175

262.33
1.024

276.87 0.771 1.210 1.055

400 21.1
238.53

333.51
0.715

210.19
1.135

247.69
0.963

241.77 0.725 1.150 0.976

한국수력

원자력

(2004)

508 63.5 635 38.0

509.60

852.50

0.598

483.73

1.053

563.42

0.904

457.34 0.536 0.945 0.812

503.06 0.590 1.040 0.893

506.98 0.595 1.048 0.900

479.54 0.563 0.991 0.851

762 63.5 635 38.0

1,066.86

1,566.

13

0.681

797.55

1.338

954.45

1.118

1,106.87 0.707 1.388 1.160

1,053.53 0.673 1.321 1.104

평 균 0.907 1.210 1.013

변동계수(COV) 0.320 0.169 0.165

표 3. 본 연구 및 국내외 실험 결과 분석

5.3 제안 파괴강도식의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식(6)으로부터 평가된 강도를 표 3 및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로부터 제안식은 다중회귀분

석에 의한 식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큰 연단거리

를 갖는 중대형 앵커볼트의 전단에 대한 콘크리트 파열 파괴

강도를 적절히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소형 및 중대형

앵커볼트에 대해 실험강도와 제안식의 비를 평가한 결과를 그

림 12에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본 제안식은 연단거리가 작은

경우부터 750mm까지의 큰 연단거리에 대해 전단력을 받는

선설치 앵커볼트의 콘크리트 파열파괴강도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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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안 강도식과 실험결과의 비교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56 앵커볼트로 연단거리 350mm에 대한

전단실험을 수행하고, 국내외 실험 결과와 함께 연단거리가

매우 큰 범위까지 전단에 대한 앵커볼트의 콘크리트 파열파괴

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강도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설계기준에 적용된 식(2)의 기본강도식은 연단거리

가 300mm 이하인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연단거리가 커

질수록 실제보다 파괴강도를 과다 평가하였다. 그 원인

은 식(2)가 주로 앵커직경 25mm 이하, 연단거리

300mm 이하의 소형앵커볼트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2) 아울러, 식(2)의 기본강도식은 앵커볼트의 지압길이와

연단거리 인자를 각각 
과 

으로 설정한데 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들 인자는 각각 
과 

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앵커볼트가 대형화되고 연단거리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기본강도식은 실제보다 콘크리트 파

열파괴강도를 과다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Eligehausen 등이 제안한 식(3)의 수정강도식은 연단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보다 파괴강도를 다소 안전측

으로 평가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으로부터 새로운 파괴강도식

을 제안하였으며, 본 식은 연단거리 750mm 정도까지의

큰 연단거리를 갖는 중대형 앵커볼트에서도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제안한다.

향후 과제 : 중대형 앵커볼트에 대한 실험 연구는 비용이

막대한 관계로 더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신뢰

성이 향상된 콘크리트 파괴강도식의 도출을 위해서는 향후 연

단거리가 500mm 이상인 중대형 앵커볼트에 대해 보완적인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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