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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착형식에 따른 거동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by Anchor Fixation Type

Although ground anchors have been widely utilized for a number of construction projects,
the research itself has been little achieved and the standards only for the friction type
anchor have been recently established.
However, the specific design criteria for bearing anchors have not been almost
established. The standard from a company possessing its own design criteria for the
bearing type anchor has been applied in the design.
Hence, the official design standard for the anchor should be established promptly. In the
bearing type anchor, each country has its own design criteria and therefore the research on
the design and behaviour properties of the anchor is required for domestic use. In this
study, the design methods of bearing type anchor have been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compression type anchor. Moreover, the favorable ground condition for bearing
type anchor will be suggested through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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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앵커는 정착되는 지반에 따라 토사지반에 정착될

2. 지반앵커의 종류 및 특징
2.1 앵커의 정의

경우를 토사앵커(Soil anchor), 암반에 정착될 경
우를 암반앵커(rock anchor)라 하며 이를 총칭하

그라운드 앵커 공법은 토목이나 건축 구조물을 지

여 지반앵커(ground anchor)라고 한다. 지반앵커

반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강도의 강재에 높은 긴장

는 약 60년 전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공법으로

력을 도입하여 구속력 또는 선행 하중을 적용하는

1958년 스위스 Losinger사의 VSL앵커가 현대적

효과적인 공법으로 가설토류벽의 지보공, 영구앵커

앵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지반앵커는 공

토류벽, 송전탑 기초, 댐의 보강, 지하 구조물의 부

법 적용성의 광범위함과 시공시의 편리함과 경제성

력 앵커, 사면보강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라운

등의 많은 장점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널리 시공

드 앵커 공법은 경제성과 더불어 큰 인발저항력을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사용이 날로 증가되고

얻을 수 있으며, 탁월한 시공성으로 국내외적으로

있다.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앵커의 시공실적은 무수히 많지만,

특히, 앵커 토류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설앵커에

체계적인 연구는 적고, 그 연구결과들도 대부분 마

서 인장재 잔류로 인한 대민, 대관의 문제가 빈번하

찰형 앵커에 대한 기준만 정립되어 있고 지압형과

여 도심지 굴착시 제거식 앵커 적용은 필수적인 요

복합형 앵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은 정립되어

소로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93년 이후부터 꾸준한

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압형, 복합형

연구와 개발로 다양한 제거식 앵커가 보급되어 있

앵커 설계시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만

다. 그라운드앵커는 구조물에서의 인장력을 지반에

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 설계기준 정립

전달하는 구조부재의 일종이다.

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라운드앵커의 구성은 인장부분의 인장력을 지

지압형 앵커의 경우, 각 국가별로 지반조건에 적

반에 전달시키는 기능을 가진“앵커체(정착체 길

합한 설계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러

이)”
, 앵커두부에서의 인장력을 앵커체에 전달하는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지압형 앵커의 설계방법 “인장부(자유길이)”및 앵커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및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역할을 가진“앵커두부”
로 구성된다. 앵커는 공용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앵커형식에 따른 거동 특

간에 따라서 영구앵커와 가설앵커로 구분되며, 앵커

성과 설계인발력과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앵커별 적

시공법이나 구성부재에 의해 앵커 각 부분의 형상은

용이 가능한 대상지반과 설계인발력이 얼마인지 분

약간 다르지만 그 구조나 기능은 다음과 같다[5].

석하고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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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앵커의 분류

앵커의 개략적인 앵커설치 개요도이며, 영구앵커와
가설앵커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용(공용)기간에 의한 분류
사용기간에 의한 분류는 가설 토류벽이나 지반을

가. 영구앵커

일시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앵커를 가설 앵

① 선단 압축형 앵커 또는 하중집중 압축형 앵커

커라 하며 초기 인장력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될 수

② 하중분산 압축형 앵커

있도록 설계한다. 사용기간이 짧으므로 부식 및 앵

③ 인장형 앵커 또는 인장 마찰형 앵커

커의 지속적인 계측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구조물
의 잔존기간과 관련이 있고 보통 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하는 앵커를 영구앵커라 하며 장기간 하중을 유

나. 가설앵커
① 제거형 앵커 : U-Turn, 슬라이딩웨지,

지할 수 있어야 하며 부식 및 앵커의 거동을 지속적
으로 계측이 필요하다(Weatherby, 1982).

Dywidag, SSC
② 매설형 앵커

다음 [그림 2-1]과 [그림 2-2]는 가설앵커와 영구

[그림 2-1] 영구앵커의 개요도

[그림 2-2] 가설앵커의 개요도

2) 정착지반의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가지 기능을 복합시킨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착지반의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는 [그림 2-3]

또한, 마찰형 앵커는 그라우트의 발생응력에 의해

과 같이 그라우트와 지반의 마찰력으로 지지되는 마

다시 분류하며,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장형

찰형, 지압판이나 파일 등을 사용하여 지반의 수동

앵커, 압축응력이 생기는 경우를 압축형 앵커라고

저항력으로 앵커력이 확보되는 지압형 및 이들 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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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착지반의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

인장형 앵커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앵커로 국내외

다. 따라서 [그림 2-4]에서와 같이 하중이 재하되는

적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 성과와 시

초기에는 곡선 ①과 같은 하중전이 분포를 가지지

공실적이 풍부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라우트 내의

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와 같은 원인 등으로 인

인장 크랙(Creak)과 하중집중으로 인한 크립(Cre-

해 ③과 같은 곡선으로 변화하며 이때 하중이 감소

ep) 등으로 진행성파괴(Progressive fallure) 현

하게 된다.

상이 발생되어 하중감소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그림 2-4] 인장형 앵커 모식도 및 주면마찰분포

[그림 2-5] 하중집중 압축형 앵커 모식도 및 주면마찰분포

압축형 앵커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

다양하게 시공되고 있다. 인장형 앵커에 비해 크립

으며 인장형 앵커의 단점인 인장균열이나 부식문제

(Creep)에 의한 하중감소는 적으나 고강도의 그라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어 영구 및 가설용으로

우트를 사용해야 하며 비교적 연약한 지반에서는 소

앵커 정착형식에 따른 거동 특성에 관한 연구 | 155

●●●

정의 앵커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분산되어 지반에 가해지므로 하중 감소가 극히 적으

다. 이러한 원인들로 선단압축형 앵커의 경우에도

며 시간에 관계없이 [그림 2-6]과 같은 하중분포를

[그림 2-5]와 같이 하중전이 분포는 ①에서 ③으로

유지하게 된다.

변화하여 하중은 감소하게 된다. 인장형과 선단압축

지압형 앵커는 앵커 천공시 정착체 위치의 지반을

형 앵커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하중분

확공하고 확공부분의 지반강도에 의해 지지되는 형

산 압축형 앵커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식이다. 그라우트에 의해 인장력이 좌우되지 않고

하중분산 압축형 앵커는 하중이 앵커체 여러 부분

확공 부분의 지압강도로 지지하는 것으로 하중전이

에 분산되어 재하되므로 그라우트 강도에 영향이 적

가 미소하여 그라우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행성

고, 비교적 연약한 지반에서도 소정의 앵커력을 확

파괴가 없으나, 지반이 연약할 경우 큰 하중을 지지

보할 수 있으며, 일반토사 지반에서도 암반에서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5].

같이 높은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하중이

[그림 2-6] 하중분산 압축형 앵커 모식도 및 주면마찰분포

[그림 2-7] 지압형 앵커 모식도 및 주면마찰분포

[표 2-1] 마찰형과 지압형 영구앵커 비교표

마찰형 앵커

구분

지압형 앵커

인장형

압축형

확공형

쐐기형

확장형

PC 강연선
그라우트

PC 강연선
그라우트
내하체

PC 강연선
그라우트
내하체

PC 강연선
그라우트
내하체, 패커

PC 강연선
(보호 그라우트)
확장형 앵커체

그라우트 경화후

그라우트 경화후

그라우트 주입전

그라우트 주입전

그라우트 주입전

개념도

구성
인장재 긴장시기
공사기간
급속시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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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양생기간 필요
불량

불량

공사기간 단축가능(콘크리트 양생기간 불필요)
양호

양호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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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앵커보강 비탈면의 설계방법

3.2 기준안전율
앵커보강 비탈면의 안전율은 쌓기 및 깎기비탈면

3.1 검토항목

에서 적용하는 안전율을 적용하며, 앵커의 극한인발
앵커의 설계는 ①앵커보강 비탈면의 전체 안정성,
②앵커의 내적안정성, ③지압판에 대해여 안전하여

력에 대한 기준안전율과 앵커의 허용인장력은 다음
표와 같다[표 3-1], [표 3-2].

야 한다.
[표 3-1] 앵커의 극한인발력에 대한 기준안전율

앵커의 종류

사용기간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율

가설앵커

2년 미만

1.5

평상시

2년 이상

2.5

지진시

2년 이상

1.5~2.0

영구앵커

[표 3-2] 앵커의 허용인장력에 대한 기준안전율

앵커의 종류

사용기간

긴장재 극한하중(Tus)

긴장재 항복하중(Tys)

가설앵커

2년 미만

0.65 Tus

0.8 Tys

평상시

2년 이상

0.65 Tus

0.75 Tys

지진시

2년 이상

0.65 Tus

0.90 Tys

영구앵커

3.3 앵커의 내적안정해석

세 가지 파괴모드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파괴
가 먼저 발생하게 된다. 저항력을 상실한 앵커는 더

앵커가 최종한계상태에서 앵커가 최종한계상태에

이상 외력을 지지하지 못하며, 가해지는 외력은 주

서 파괴를 일으킬 때 발생하는 앵커력을 극한앵커력

변 앵커에 전가되어 주변 앵커의 긴장력을 증가시키

이라고 한다.

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안정성은 감소하게 된다. 설

앵커의 파괴상태는 [그림 3-1]에서 나타낸 것처럼

계앵커력은 앵커의 내적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① 긴장재 자체의 파괴, ② 앵커체가 지반에서 뽑히

기 위하여 3가지 파괴모드로 계산된 허용앵커력에

는 파괴, ③ 긴장재가 앵커체에서 뽑히는 파괴로 구

서 최소값을 설계앵커력으로 사용한다[4].

분할 수 있으며, 앵커에 긴장력이 가해지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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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찰인장형 앵커

(b)마찰압축형 앵커

[그림 3-1] 지압형 앵커 모식도 및 주면마찰분포

3.4 극한인발력의 산정

la ≥

f s·Td
π
·dA·τ

(3)

그라운드 앵커에서 극한인발력은 앵커체와 지반
사이의 주면마찰강도, 그라우트와 인장재 사이의 부

여기서, dA = 앵커체의 직경

착저항,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및 정착 지반 내의 전

la = 앵커체의 정착길이

단강도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

τ= 주면마찰저항
Fs = 안전율

가. 앵커체와 지반의 주면마찰저항
마찰형 앵커에서 주면마찰력에 의한 극한인발력

단위 면적당 주면마찰저항은 지반의 종류나 강도
에 의해 결정되지만 사용법이나 앵커타입에 따라 다

(Tug)과 허용인발력(Tag)은 다음과 같다.

르기 때문에 기본 시험의 결과로부터 구하는 것이

Tug = π×dA×la×τ

(1)

원칙이다. 기본 시험에 의하지 않는 경우 지반공학
회에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의 표에 의

Tag = Tug

1 = 1 π
·dA·la·τ
Fs
Fs

앵커의 정착길이는 Tag≥Td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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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 주면마찰저항을 추정할 수 있다.

○○○

[표 3-3] 주면마찰저항(구조물기초 설계기준해설, 2015)

지반종류

자갈

모래

N치

N치

강선과 그라우트의 허용 부착 응력은 앵커의 종

주면마찰저항(MPa)

경암
연암
풍화암

암반

나. 강선과 그라우트의 부착저항

류, 그라우트의 설계기준 강도에 대응하여 정해진

1.00 ~ 2.50
0.60~ 1.50
0.40 ~ 1.00

10
20
30
40
50

0.10
0.17
0.25
0.35
0.45

~
~
~
~
~

0.20
0.25
0.35
0.45
0.70

10
20
30
40
50

0.10
0.18
0.23
0.29
0.30

~
~
~
~
~

0.14
0.22
0.27
0.35
0.40

다. 아래의 표는 지반공학회 기준으로 제시된 허용
부착응력이다.
강선의 부착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ls a =

Td
U·τ
b

(4)

여기서, U = 강선의 겉보기 주위길이

τ
b= 허용부착응력

[표 3-4] 허용부착응력(MPa)

그라우트의 설계기준강도

인장재 종류

PC 강선, PC 강봉
가설

PC 강연선, 다중 PC 강연선
이형 PC 강봉
PC 강선, PC 강봉

영구

PC 강연선, 다중 PC 강연선
이형 PC 강봉

15

18

24

30

40이상

0.8

1.0

1.2

1.35

1.5

1.2

1.4

1.6

1.8

2.0

-

-

0.8

0.9

1.0

-

-

1.6

1.8

2.0

다. 강선의 인장강도

라.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강선의 인장강도를 고려하기 위해 식 (1)을 사용

앵커체에 사용되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설계기준

한다.

강도는 가설앵커에서 18MPa이상, 영구앵커에서는

Tas = n×Tus /Fs

(1)

부식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24MPa 이상 필요로 한
다[4].

여기서, Tas : 강선에 의한 허용인발력
n : 강선의 개수

3.5 압축형 앵커의 그라우트 강도의 계산

Tus: 강선의 극한하중
Fs : 안전율

가. 지반의 구속효과에 의한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Mohr원을 이용하여 파괴포락선을 따라 지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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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총 구속압이 작용할 때 그라우트의 최대강도(σ
)를 나타내면 식(3)과 같다(홍석우, 1999 ; 홍석

g1

[4]

우, 2002).

σ
g1=

여기서, P : 설계앵커력, Fs : 안전율,
Rp: 마찰저항력,

d : 천공직경,

τ: 주면마찰저항, ø: 내부마찰각

2
sinøg 1
c ·cosøg+
+ ·σ
tg
1-sinøg g
2
2

(

)

(3)

여기서, cg: 앵커체 내부 그라우트보강형식에 따른
점착력(kN/m2)
øg : 그라우트의 삼축시험에 의한 내부마
찰각(= 22.33°
)
σ
g1 : 지반의 구속압에 의한 그라우트의 강
도(kN/m2)
σ
g : 그라우트 포아송효과에 의한 구속압

[그림 3-2] 앵커력(P)와 지압력(W)의 관계도

(kN/m2)
σ
g3 : 지반의 정지구속압
σ
tg : 지반의 총구속압

② 설계법
쐐기지압형 영구 앵커는 정착지반이 연암 이상인
암반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압형 앵커의 설계

3.6 지압형 앵커의 설계법

법은 申潤植(1998)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확공
부가 확공됨으로써 앵커체와 암반 사이 접촉면에서

가. 쐐기지압형 영구 앵커의 설계법
① 해석방법

발생하는 마찰저항력, 앵커와 앵커 사이의 암반에
대한 인발파괴 위험성, 앵커주변암반의 전단파괴,

쐐기 장치에 의한 인장력 작용시 [그림 3-2]와

확공시 홀주변 암반의 지압파괴 위험성 및 인발력

같이 앵커력(P)은 공벽방향의 쐐기력(W)로 변환된

작용시 확공부의 인발저항력에 의해서 확공부 외부

다. 쐐기력(W)은 앵커체와 그라우트, 그라우트와 공

에 존재하는 암반의 파괴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벽에 마찰력 및 지압력이 발생되어 앵커체가 지지를

실시함으로써 앵커의 인발저항력에 대한 설계가 이

받게 된다.

루어진다[3].

- 쐐기 작용으로 인해 발현되는 마찰저항력(Rp)
은 다음과 같다.

2
Rp=2·WH×마찰계수(μ
)
×tanø
tan(θ
+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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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장지압형 영구 앵커의 설계법
① 해석방법
확장지압형 앵커는 기계식 확장장치에 의해 인발
력이 재하될수록 록커블럭이 천공홀에 더욱 밀착되

○○○

[그림 3-3] 단면 확장 원리

어 높은 인발저항력을 갖게 되며, 지중에서 [그림

이고, 영구앵커인 경우는 2.5로 설계한다. T EJP는 항

3-3]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며 이러한 매커니즘은

복인발력으로 지반의 응력-변형율 곡선에서 항복응

기존 마찰형 앵커와는 차이가 있다.

력과 극한응력과의 관계는 T y = (2/3)T u로 설계시
에는 극한 인발력은 식 (3)과 같이 산정한다.

② 설계법
한계상태(limited state)에서 확장지압형 앵커

Tu =

3
3
T= T
2 y 2 EJP

(3a)

Ta =

Tu 1.5TEJP
= F
FS
S

(3b)

의 힘의 평형관계는 식 (1)과 같다.

P = Htan(θ+øw)= π
DLpytan(θ+øw)

(1)
여기서, Tu : 암반에서의 극한 인발력

여기서, θ는 쐐기각, øw는 이동블럭과 록커블럭

Ty : 암반에서의 항복 인발력

의 마찰각, H는 공내에 작용하는 수평력, py는 공내

Ta : 암반에서의 설계 허용 인발력

지반의 한계항복압력을 의미한다.

FS : 극한 인발력에 대한 안전율

[6]

심도가 깊지 않은 경우, 즉 초기응력이 크지 않은
경우 한계압력에서 초기응력을 무시한다면, 확장지

다. 확공지압형 앵커의 설계법

압형 앵커의 항복압력은 항복변형율과 탄성계수와

전면 확공지압형 앵커의 지압저항력은 수치해석

포와송비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결과와 대형 모형시험의 결과를 회귀분석하여 산정

Er
T EJP = π
DLpytanør = π
DL
ε·tanør
1+ν y

한 상관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2)

다.
Rbearing = 11.11·σ
c

[9]

앵커 설계에서 앵커에 대한 설계허용인발력은 Ta
= T 로 산정한다. 여기서, 가설앵커의 경우 F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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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27로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3.7 설계앵커력의 결정

다.
설계앵커력은 내적파괴형태를 고려하여 계산된

4.2 허용인발력 산정결과

허용인발력, 허용인장력, 허용부착력 중에서 최소값
으로 한다.

마찰형앵커(인장형, 압축형)와 지압형앵커(쐐기
형, 확장형, 확공지압형)에 대해 허용인발력을 산정

4. 앵커형식에 따른 평가

하였다.
지층 조건은 연암 및 경암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4.1 지반조건

허용인발력이 마찰형 앵커는 471~715kN 지압형
앵커는 628~754kN의 범위로 산정되었다.

OO~OO선 O공구 위치의 지반특성을 평가하기

지층 및 앵커형태별로 허용인발력의 차이가 있지

위하여 2개소에서 시추조사와 현장 및 실내시험을

만, 일반적으로 앵커에 사용되는 강선 Ø12.7×6가

실시하였다. 지반조건은 지표면으로부터 붕적층, 경

닥의 최대허용인장력이 660kN정도이다.

암층으로 구성되며 붕적층은 조사부지 전역 최상부

연암층에서는 허용인발력이 강선의 최대허용인장

에 1.0~3.0m의 층후로 분포한다. 모암은 응회질

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경암층

퇴적암인 경암 지반으로 연·경암이 교호하여 분포

에서는 허용인발력이 강선의 최대허용인장력을 초

하며, 연암은 파쇄대 지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과하므로 강선의 상한값(660kN)을 최대 허용인장

실내시험 결과 단위중량은 23~25kN/㎥, 일축압

력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앵커 형태
인장형
마찰형
압축형
쐐기형
지압형

확장형
확공지압형

지층

허용인발력(kN)

연암

471

경암

707

연암

603

경암

715

연암

628

경암

725

연암

648

경암

741

연암

643

경암

754

인발력(kN)

축강도는 평균 36.9~168.8Mpa, 포아송비는

[그림 4-1] 앵커형식별 허용인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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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제성 분석

5. 결론

비목별 공사비 분석결과 재료비의 경우 인장형 앵

지반에 설치되는 그라우트 앵커는 지반의 종류,

커가 지압형 앵커의 76%로 가장 저렴하게 평가되

설치되는 방향, 시공방법, 사용기간, 지지방식 등에

었으며 압축형 앵커는 지압형 앵커의 123%로 평가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장조건에 따라 적절한 공

되었다.

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마찰형 앵커의 인발저항의

노무비 및 경비는 인장형 및 압축형 앵커가 지압
형 앵커의 228%, 161%로 평가되었다.

산정시는 주면 마찰력, 강선의 강도 및 그라우트의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 지압형 앵커의 인발저항력

직접공사비의 경우 인장형앵커가 지압형 앵커의

산정결과 45t 이상의 인발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25%, 압축형 앵커가 지압형 앵커의 153%로 평가

마찰형 앵커에 비해 별도의 정착부 그라우팅 없이도

되어 경제성은 지압형 앵커 > 인장형 앵커 > 압축형

인발 저항력이 발현되어 급속시공이 가능함으로 공

앵커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사비와 공사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비목별 공사비 분석결과 지압형 앵커는 타 공법에

다.

비하여 노무비 절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재료비는 인장형앵커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평

1. 인장형 앵커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앵커 방식이지만 하중이 긴장 될 때 초기에는

가되었다.
상기 경제성 분석결과는 지압형 앵커는 확공부분

자유장과 정착부의 경계에서 최대하중이 발생

에 인장력이 집중하여 지반의 지압강도를 이용하므

하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하중 전이 현상이

로 지반이 연약하면 큰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므로

발생된다. 이때 그라우트의 인장응력에 의해 인

대상지반을 연암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장균열이 발생될 수 있고 인장균열에 의해 그라
우트가 손상될 경우 인장력 감소 및 강선의 부
식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2. 압축형 앵커의 인발력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
금액(천원)

한 매개변수는 그라우트의 압축강도이다. 그라
우트의 압축강도는 지반 구속압에 의해 증가하
게 된다. 이 지반 구속압은 정지토압에 의하 구
속압과 포아송효과라 부르는 횡방향 팽창에 의
해 증가되는 구속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2] 앵커형식별 경제성

3. 지압형 앵커의 경우, 현장 적용에 있어서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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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공이 필요한 현장에 적용이 우선시 되고 경
제성에서도 정착장이 크게 감소되어 원가절감
효과와 더불어 그라우트 양생기간이 별도로 필
요치 않아 시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앞으로
사면보강 뿐만 아니라 부상방지앵커와 철탑기
초보강 등 향후 앵커공법 적용에 있어 상당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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