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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visual confirmation device for tensile force verification in order to cope 

with tensile force loss of ground anchor. Ground anchors are constructed to ensure the 

stability of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but continuous loss of tensile force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safety of the facilities. This requires the maintenance of the anchors, but the 

current measuring of residual tensile force is done by sampling, taking into account economic 

aspects, which limits precision. In this paper, conducted a conceptual design, tensile 

experiment, and field tes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 anchor tensile force visual device 

to check the tensile force of the anc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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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그라운드 앵커의 긴장력 손실에 대응하고자 긴장력 상시확인을 위한 앵커 긴장력 상시 육

안확인장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라운드 앵커는 사회적 인프라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공되었지만 지속적인 긴장력 손실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앵커의 유지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재 잔존긴장력의 계측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표본조사로 이루

어지고 있어 정밀도에 대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앵커의 긴장력을 육안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의 개발을 목적으로 개념설계, 실내 인장실험을 통한 규격

화를 수행하였으며, 현장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그라운드 앵커, 앵커 긴장력, 긴장력 손실, 육안확인장치

1. 서 론

그라운드 앵커는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시설의 일시적인 보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인프라 시설의 영구적인 보강과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미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그라운드 앵커의 시공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시공된 노후된 앵커들은 변형 및 손상 등과 같은 내구성 문

Ⓒ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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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하고 있다(KISTEC, 2009). 최근 그라운드 앵커의 설계축력 대비 잔존긴장력 비율은 대부분의 앵커에서 설계축력 미만

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설계축력의 50% 미만도 절반 이상으로 보고된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6). 또한 앵커의 

긴장력 손실율의 60%가 30일 이내 발생하며, 현장조건에 따른 그라운드 앵커의 긴장력 손실은 초기 긴장력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시간에 따른 긴장력 손실은 미세하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Lee & Lee, 2015, Kim, 2017). 이와 같이 그라운드 앵커의 긴장력 

손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인프라 시설의 안정성과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그라운드 앵커의 유지관리는 초기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앵커두부의 변형･손상 유무를 육안이나 타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앵커에 하중계(Load cell) 설치 또는 리프트오프시험(Lift 

off load tests)을 통해 앵커의 잔존긴장력을 확인한다(KISTEC, 2009).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

사로 한정적인 수량만 적용하는 등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인력을 동원하는 정

밀안전진단이 아닌 누구나 앵커의 이상 유무를 손쉽게 확인하여 재해 및 구조물 손상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앵커의 긴장력 모니

터링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앵커의 잔존긴장력을 육안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의 개념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내 앵커인장실험기를 제작하여 실내실험을 통해 육안확인장치의 규격화를 실시하였고, 현장시험을 통

해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라운드 앵커

그라운드 앵커는 지반에 설치되는 구조로 강재에 도입된 긴장력을 지반에 전달하는 공법이며, 앵커는 Fig. 1과 같이 헤드부, 자유

부, 정착부로 구성되어 있다. 헤드부는 정착구로 헤드와 웨지, 지압판 등으로 구성되며, 두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표면 또는 구조

물에 전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유부는 인장재로 쓰이는 강연선 또는 강봉이 시스관에 씌워져 있어 그라우트와 부착이 일어나지 

않아 앵커의 긴장력을 정착장에 그대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착부는 인장재가 그라우트에 노출되어 있고, 그라우트와 지반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지반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FHWA, 1999).

또한 그라운드 앵커는 사용목적과 정착형식, 긴장정착방식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의 경우 가설앵커와 영

구앵커로 분류된다. 가설앵커란 토류벽, 지반 등의 가시설을 짧은기간 동안 보강하기 위한 앵커로 일반적으로 2년 미만 동안 사용

한다. 비교적 짧은 공용기간 때문에 간단한 방식이나 방청으로도 부식의 진행이 적으며, 가설앵커는 공사종료 후 앵커를 제거할 수 

있는 제거형 앵커와 공사종료 후에도 앵커를 제거하지 않고 지중에 매설시키는 매설형 앵커로 다시 분류된다. 영구앵커란 비탈면과 

구조물의 영구적인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앵커로 공용기간이 가설앵커에 비해 장기적이기 때문에 구조 및 재료, 유지관리 등에 세

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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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nents of ground anchor (FHWA, 1999)

앵커의 정착형식에 따른 분류는 Fig. 2(a)와 같이 마찰형, 지압형, 복합형 앵커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찰형 앵커는 그라우트와 지반

의 주면마찰력을 이용해 정착시키는 앵커로 앵커두부에 가해지는 하중이 정착장 그라우트에 전달되는 형태에 따라 인장형과 압축

형으로 구분된다. 지압형 앵커는 그라우트와 지반의 지압저항에 의해 정착하는 앵커이며, 복합형 앵커는 마찰형 앵커와 지압형 앵

커의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착되는 앵커이다. 또한 앵커는 Fig. 2(b)와 같이 앵커의 정착구에 따라 쐐기식, 너트식, 쐐기･너

트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Ministry of Land, 2009).

(a) Classification of fixation type

(b) Classification of head type

Fig. 2. Classification of ground anchor (Ministry of Lan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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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라운드 앵커의 긴장력 손실원인

최근 한국도로공사(2016)는 그라운드 앵커에서의 설계축력 대비 잔존긴장력 비율이 대부분 100% 미만으로 확인되고, 50% 미

만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사회적 인프라 시설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앵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변형 및 손상의 발생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앵커의 긴장력 감소 원인은 지반의 크리프나 긴장재의 릴랙세이션으로 인해 미세하게 감소하며, 지반침하 또는 외력의 변화에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헤드부에서 발생하는 변위가 원인인 비탈면의 표면 요철, 비탈면의 표면 강도, 주면마찰력 감소, 단기변

형 등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 비탈면의 표면 요철은 블록과 표면의 공간발생으로 인해 블록의 파괴나 표면 침하가 발생하여 응력집

중으로 앵커의 긴장력 감소를 발생시킨다. 또한 비탈면의 표면 강도도 앵커 전면판의 변위를 발생시켜 긴장력 감소의 원인이 되며, 

주면마찰력이 감소와 단기변형은 정착장 부근에서 변위가 발생하여 앵커의 긴장력 감소를 유발시킨다.

한국시설안전공단(2009)은 앵커의 변형과 손상, 비탈면과 구조물의 변형의 원인을 크게 1차, 2차, 3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3

차 요인으로는 비탈면 및 구조물의 변위, 동토, 주변 지형의 변화 등이 있고, 2차 요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파손, 앵커의 인발 저항력 

저하, 구속력 저하 등이 있으며, 1차 요인으로는 두부의 손상, 앵커의 이탈, 파단 등이 있다. 1차 요인으로 인하여 앵커는 두부의 돌

출 및 낙하, 비탈면 구조물의 변형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앵커의 긴장력이 감소하게 된다.

2.3 그라운드 앵커의 유지관리

그라운드 앵커의 유지관리는 예비조사, 초기점검, 정기점검, 일상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분류된다. 예비조사는 앵커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한다. 예비조사 결과 구형앵커일 경우와 과거에 변형 및 손상이 확인된 앵커는 초

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점검은 육안으로 앵커, 앵커두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점검으로 모든 앵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국도의 경우 통상 1일 1회의 빈도로 점검하며, 앵커의 변형 및 손상이 확인되었을 때

는 정기정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초기점검은 구형앵커 및 변형과 손상의 이력이 있는 앵커를 대상으로 실시

한다. 앵커의 두부 및 수압판 등을 대부분 육안으로 점검하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점검은 적절한 빈도로 더욱 상세한 점

검을 하기위해 실시하며, 육안점검, 타음, 계측 등을 통해 안정성을 평가한다. 정기정검 중 육안으로 행하는 점검의 경우 전수조사

를 원칙으로 하며, 타음 및 계측의 경우 10% 또는 3본 이상의 앵커를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긴급점검은 지진 등의 긴급상황시 실시

하는 점검으로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비탈면, 구조물, 앵커 등에 변형과 손상이 발견되었을시 긴급대책을 강구해야하며, 안정

성의 문제가 의심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정성에 문제가 의심되는 앵커를 대상으로 상세한 점검

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조사, 계획수립, 방법선정, 결과평가, 기록보존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점검 항목에는 앵커두부 상세조사, 

리프트오프시험, 하중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앵커 성능확인 시험 등이 있다. 정밀안전진단의 조사빈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시공완료 후 5년 이내에 1회, 5년 경과 후 2~3년에 1회를 제안하며, 일본 지반공학회의 경우 근접 육안점검은 1~2년에 1회, 근접 상

세점검은 3~5년에 1회를 제안한다(KISTEC, 2009). 그 밖의 국외의 정밀안전진단 조사빈도는 Table 1에 상세히 정리하였으며, 정

밀안전진단시 수행하는 점검조사의 수량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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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omestic and foreign in-depth inspection (KISTEC, 2009)

Division Inspection frequency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Once within 5 years after construction completion

Once every two or three years when it is especially important or after five years

The Japanese Geotechnical 

Society

Close visual inspection Once a year or two

Close detailed inspection Once every three to five years

FIP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 precontrainte)

Deformation detection 

by corrosion

6 month interval until 3 years after 

construction completion
Within 5 years interval

Fluctuation detection 

of ground

Initially, 3 to 6 months interval,

after long-term inspection based on results

PTI (Post-Tensioning Institute)
Initially, 1 to 3 months interval,

after within 2 months based on results

BS (British Standard)

Deformation detection 

by corrosion

6 month interval until 3 years after 

construction completion
Within 5 years interval

Fluctuation detection of 

ground

Initially, 3 to 6 months interval,

after long-term inspection based on results

Roads and traffic authority (New south wales)
Expands the interval twice on the basis of first 

week until 3 years after construction completion
6 month interval

Table 2. Domestic and foreign anchor monitoring quantity (KISTEC, 2009)

Division Inspection survey quantity

Domestic

Detailed investigation of head 20% or more than 5EA

Lift off load tests 10% or more than 3EA

Installation of load cell 10% or more than 3EA

The Japanese Geotechnical Society

Less than 50EA 10%

Less than 51~100EA 7%

More than 100EA 5%

FIP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 precontrainte)
Less than 100EA 10% or more than 3EA

More than 100EA 5%

BS (British Standard)
Less than 100EA 10% or more than 3EA

More than 100EA 5%

2.4 그라운드 앵커의 잔존긴장력 확인방법

국토해양부(2009)에 의하면 앵커의 긴장력은 도입 후 초기 손실량이 크게 나타나고, 이후 어느정도 수렴하지만 지반의 크리프 

등으로 인해 긴장력의 감소는 미세하지만 꾸준히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토압의 증가, 비탈면 활동, 지반팽창 등에 의해 긴장력이 증

가하여 설계축력 이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긴장재의 파단 등을 유발시켜 사회적 인프라 시설 및 인명피해로 확산시킬 위험

성을 지닌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리프트오프시험 및 하중계 설치로 앵커의 잔존긴장력을 계측하여 긴장재 파단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고 있다.

하중계를 이용한 잔존긴장력 모니터링 방식은 계측이 쉽고, 긴장력 경시변화가 측정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지만 사용년수가 넘은 

하중계는 교환이 필요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수행하는 단점을 지닌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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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변형률 게이지식 하중계이며, 그 외 차동 트랜스식 하중계, 유압 디스크식 하중계 등이 사용되고 있다. Fig. 3은 변형률 게이지

식, 차동 트랜스식, 유압 디스크식 하중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a) Strain gauge type load cell (b) Trans type load cell (c) Disc type load cell

Fig. 3. Type of load cell (Ministry of Land, 2009)

리프트오프시험은 시공되어 있는 앵커의 잔존긴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험전경과 평가는 Fig. 4와 같다. 시험순서는 

두부캡 제거, 긴장재 로드 설치, 센터홀 잭･변위측정기 설치, 리프트오프 하중계측, 두부캡 복구의 순으로 실시한다. 앵커의 사양이 

확인 가능한 경우 계획 최대하중은 설계앵커력의 1.5배, 인장재 항복 긴장력의 90% 이하로 하며, 사양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장재 

항복 긴장력의 90% 상한으로 한다. 초기하중은 잔존긴장력이 초기 긴장력보다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약간 낮게 설정하며, 측정간

격은 일반적으로 10~20 kN으로 측정한다. 측정항목은 하중과 긴장재의 두부 변위량이며, 하중-변위 곡선을 작성하여 변곡점의 하

중으로 잔존긴장력을 판단한다. 시험결과의 평가는 앵커의 정착시 지반의 크리프와 강재의 릴랙세이션 등을 고려하여 잔존긴장력

이 정착시 긴장력의 8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리프트오프시험의 점검조사 수량은 안정성판정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

요한 앵커와 그 주위 및 그것을 뺀 본수의 10% 또는 3본 이상인 표본조사로 실시한다(Ministry of Land, 2009).

(a) Scene of lift off load tests (b) Result of lift off load tests

Fig. 4. Lift off load tests (Ministry of Lan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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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 개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그라운드 앵커의 잔존긴장력 측정은 하중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방식과 리프트오프시험을 통한 하중

계측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잔존긴장력 확인 방법들은 경제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제한

되어 점검 결과의 정밀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인디게이터나 하중계와 같은 부수장비 없이도 앵커의 잔존긴장력을 확인하

여 이상 유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에 사면, 가시설 등의 시설물에 적용된 앵커의 성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수조사가 가능한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를 제작하였다.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는 Fig. 5와 같이 보호캡, 표시패드, 커버, 측정 샤프트, 변위증폭장치, 탄성반력체로 구성된다. 보

호캡은 앵커 헤드의 부식 및 외부에서의 충격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육안확인장치의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시패드는 앵

커의 긴장력 손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일종의 알림표시이며, 커버는 표시패드와 변위증폭장치를 외부요인으로부터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 측정 샤프트는 앵커에 긴장력을 도입한 직후 탄성반력체와 표시패드의 변위를 영점세팅하기 위한 장치이다. 변

위증폭장치란 긴장력 손실에 의해 발생된 탄성반력체와 헤드의 변위를 레버형식으로 증대시켜 표시패드를 노출시키는 역할을 한

다. 탄성반력체는 앵커의 헤드와 지압판 사이에 위치하며, 손실된 긴장력에 의해 발생되는 변위를 헤드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탄성반력체의 재료는 앵커의 설계 긴장력에 따른 적정한 하중과 변위 및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므로 고하중을 견딜수 있

고, 피로수명과 내구성이 우수한 디스크 스프링을 사용하였다. DIN 2093에 따르면, 디스크 스프링은 축하중을 받는 원형 형태의 

판 스프링으로 하중 수용력이 우수하고, 공간의 활용도가 좋으며, 직렬과 병렬의 적층 조합으로 다양한 거동특성을 보인다. 2개의 

스프링의 병렬방식 적층은 스프링을 정방향으로 쌓아올리는 것으로 하중의 수용은 스프링 개수에 비례하며, 스프링의 변위는 1개

의 스프링과 같다. 직렬방식의 적층은 각각의 스프링을 정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쌓아올리며, 하중의 수용은 1개의 스프링과 같지만 

스프링의 변위는 2개의 스프링 변위의 총합이다. 디스크 스프링은 이러한 적층방식을 병용하여 다양한 거동특성을 보인다.

                              (a) Protection cap                                (b) Indication pad                                      (c) Cover

                         (d) Measurement shaft           (e) Displacement amplification device   (f) Elasticity reaction force device

Fig. 5. Components of ground anchor tensile force visual confirm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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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천공된 지반에 인장재 삽입 및 그라우팅 후 지압판을 설치한다. 

그 후 앵커의 손실된 긴장력으로 인해 느슨해지는 앵커 헤드에 변위를 발생시키기 위한 탄성반력체를 설치하고, 헤드 및 웨지를 설

치한다. 그리고 유압실린더 및 유압펌프를 사용하여 긴장력 도입으로 인한 탄성반력체에 압축력을 발생시킨다. 설계 긴장력까지 도

입 후 육안확인장치가 장착된 보호캡을 설치하고, 탄성반력체의 변위를 초기상태로 설정하기 위한 측정 샤프트의 영점세팅을 실시

한다. 이후 설계 긴장력이 손실되면 하중손실에 따른 탄성반력체의 복원으로 변위가 발생하고, 발생된 변위는 앵커헤드로 전달된

다. 앵커헤드에 변위가 발생함으로서 영점세팅이 완료된 측정 샤프트와 변위증폭장치로 인해 표시패드가 노출되며, 하중손실이 클

수록 표시패드의 노출량도 많아지게 된다. 표시패드의 노출 후 앵커의 잔존긴장력 확인은 육안확인장치의 규격화 실험을 통해 잔존

긴장력 대비 표시패드 노출량의 관계식을 도출해 노출량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잔존긴장력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6은 앵

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의 원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a) Installation of bearing plate and 

elasticity reaction force device

(b) Installation of anchor head 

and wedge
(c) Before tensile

(d) After tensile (e) Installation of protection cap 

and zero setting

(f) Tensile force loss and indication 

pad exposure

Fig. 6. Principle of ground anchor tensile force visual confirmation device

4.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 규격화

4.1 개요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는 긴장력 손실에 의한 앵커의 이상유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잔존긴장력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

한 시스템이다. 이에 탄성반력체의 복원량과 육안확인장치의 표시패드 노출량에 대한 규격화는 추후 표시패드를 통해 잔존긴장력



Development of Visual Confirmation Device for Anchor Tensile Force ∙ 501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8, No. 5, 2018

을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육안확인장치의 규격화를 위해 앵커 인장실험기를 시작품으로 제작하였으며, 실

내 인장실험을 통해 탄성반력체의 복원량과 잔존긴장력 대비 패드 노출량을 비교･분석하였다.

4.2 앵커 인장실험기 설계 및 실험방법

탄성반력체와 육안확인장치의 규격화를 위한 실내 앵커인장실험은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 규정되어 있

지 않다. 이에 앵커 인장실험기를 시작품으로 제작하여 탄성반력체 및 육안확인장치의 규격화를 실시하였다. 인장실험기는 크게 재

하대, 하중계, 유압실린더, 변위계, 인디게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중계와 유압실린더는 최대 1000 kN의 하중용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인디게이터를 활용하여 하중과 변위를 쉽게 파악하도록 제작되었다.

실험방법은 재하대 안쪽에 강연선을 삽입한 후 유압실린더 부분에 인장헤드와 웨지를 설치하고 반대편 재하대에 지압판, 탄성반

력체, 정착헤드, 웨지를 설치한다. 특히 탄성반력체가 설치되는 부분의 정착헤드는 편심하중을 방지하기 위해 헤드의 밑부분이 탄

성반력체의 내경과 맞추어 가이드가 될 수 있게 가공하였다. 이후 탄성반력체가 설치된 헤드부분에 변위계를 설치하고,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강연선에 긴장력을 도입한다. 긴장력 도입이 완료되면 탄성반력체가 설치된 부분에 육안확인장치 보호캡을 설치 후 영점

세팅을 실시하고 유압밸브를 서서히 풀어 인위적인 긴장력 손실을 일으킨다. 이후 하중계와 변위계, 인디게이터를 이용해 잔존긴장

력과 탄성반력체의 복원량을 측정하여 변위증폭장치에 의한 표시패드 노출량을 확인해 규격화를 실시한다. 실내 앵커 인장실험에 

쓰인 디스크 스프링은 Mubea사의 190027, 190028 규격의 스프링을 사용하였으며, 시험하중에 따라 직렬과 병렬 적층을 병용하

여 실험하였다. Fig. 7, 8은 실내 앵커 인장실험기의 개요도와 실험기, 실험전경을 그림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3은 실

험에 사용된 디스크 스프링의 제원을 표로 보여주고 있다.

(a) Schematic diagram

(b) Equipment

Fig. 7. Anchor tensil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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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sert of prestressing strand (b) Installation of elasticity reaction 

force device and head

             (c) Installation of anchor head and wedge (d) Installation of LVDT

            (e) After tensile (f) Tensile force loss and indication 

pad exposure

Fig. 8. Method of anchor tensile experiment

Table 3. Specification of disc spring

No. De (mm) Di (mm) t (mm) l0 (mm) h0 (mm) 0.75F (kN)

190027 200 112 14 17.5 3.5 256.76

190028 200 112 16 19.8 3.8 415.73

4.3 앵커 인장실험결과

4.3.1 탄성반력체의 복원량 측정결과

탄성반력체와 육안확인장치 노출량의 규격화에 앞서 앵커 인장실험을 실시하여 탄성반력체의 복원량을 측정하였다. 인장실험

시 설계 긴장력은 400 kN~700 kN으로 설정하였으며, 탄성반력체의 허용하중에 따라 단층 및 병렬과 직렬의 조합으로 실험하였다. 



Development of Visual Confirmation Device for Anchor Tensile Force ∙ 503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8, No. 5, 2018

400 kN의 경우 규격번호 190027 2개의 병렬조합(Case-1(a))과 190028 단층(Case-1(b)), 190028 2개의 직렬조합(Case-1(c))으

로 실험하였고, 500 kN의 경우 190027 2개의 병렬조합(Case-2)으로 실험하였다. 또한 600 kN과 700 kN은 190028 2개의 병렬조

합(Case-3, Case-4)으로 실험하였으며, 인장실험 후 탄성반력체의 하중-변위곡선을 통해 하중재하시 변위량과 하중제거시 복원량

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탄성반력체의 병렬적층의 경우 하중 수용력은 비교적 우수하였으나 최대변위 및 복원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복원은 설계 긴장력의 약 20~25% 범위에서 발생했으며, 복원량의 크기도 미미하였다. 이는 설계 긴장력 20~25% 범위 미만의 

손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며, 초기복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탄성반력체의 적층없이 1

개의 디스크 스프링을 사용한 인장실험결과 병렬적층에 비해 변위의 발생량과 복원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변위는 동일하

중에 대한 다른 규격의 병렬조합에 비해 약 1.2배 크게 나타났고, 초기복원의 경우 설계 긴장력의 약 12.5%에서 발생하였다. 그러

나 최대변위와 초기복원이 비교적 우수함에도 복원량의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성반력체의 직렬적층의 경우 앞선 병

렬적층과 단층의 변위량 및 복원량의 결과보다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변위량은 5.61 mm로 동일 하중의 병렬적층과 

단층에 비해 2배 이상 나타났으며, 초기복원의 경우 설계 긴장력의 약 2.5%에서 발생하였다. 초기복원시 발생한 변위량은 다소 미

미하였지만 하중재하시와 하중제거시 거동은 다른 적층방법에 비해 유사하여 복원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Fig. 9와 Table 4는 탄

성반력체 복원량 측정결과를 그래프와 표로 보여주고 있다.

(a) Case-1 (b) Case-2

(c) Case-3 (d) Case-4

Fig. 9. Load-Displacement curve of elasticity reaction forc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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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restoration measurement

Tensile force

(kN)

Restoration(mm)

case-1(a) case-1(b) case-1(c) case-2 case-3 case-4

50 1.51 2.33 4.68 2.25 1.65 2.09

100 1.15 1.93 3.96 1.89 1.41 1.82

150 0.82 1.47 3.17 1.5 1.17 1.58

200 0.5 1 2.41 1.15 0.94 1.34

250 0.21 0.69 1.79 0.83 0.73 1.15

300 0 0.27 1 0.5 0.51 0.92

350 0 0.05 0.38 0.22 0.34 0.7

400 0 0 0 0.03 0.14 0.53

450 - - - 0 0.01 0.33

500 - - - 0 0 0.14

550 - - - - 0 0.02

600 - - - - 0 0

650 - - - - - 0

700 - - - - - 0

Maximum 

displacement
2.05 2.73 5.61 2.78 2.12 2.52

4.3.2 잔존긴장력 대비 육안확인장치 노출량 측정결과

육안확인장치의 잔존긴장력 상시확인의 가능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잔존긴장력과 육안확인장치 표시패드 노출량에 대한 실내실

험과 잔존긴장력 대비 육안확인장치의 노출량에 대한 규격화를 실시하였다. 하중제거시 잔존긴장력에 따라 표시패드의 최초 노출

량을 측정하였으며, 이후 50 kN의 하중손실 때마다 노출량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병렬적층의 경우 긴장력 손실량이 약 50~60%의 범위에서 약 2~3 mm의 표시패드가 최초로 노출되었고, 1개의 탄성

반력체를 사용한 경우 57.5%의 긴장력이 손실되었을 때 최초로 5 mm의 표시패드가 노출되었다. 또한 직렬적층의 경우 17.5%의 

긴장력 손실시 1.5 mm의 표시패드가 노출되었다. 리프트오프시험과 같이 앵커의 안정상태가 긴장력의 손실이 20% 미만이라고 

했을 때의 노출량 측정결과, 직렬적층의 경우에만 긴장력 손실의 20% 미만에서 잔존긴장력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실험결과를 토

대로 Fig. 10과 같이 잔존긴장력과 표시패드 노출량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규격화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적층방식의 잔존긴장력 대

비 표시패드 노출량을 규격화 하였으며, 이는 현장적용시 육안확인장치의 노출량을 통해 잔존긴장력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후 수차례 반복실험을 통해 표시패드에 잔존긴장력을 눈금으로 표시하여 표시패드 노출량을 보고 잔존긴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잔존긴장력 대비 표시패드의 실험결과는 Table 5에 정리하여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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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1(a)             (b) Case-1(b)

            (c) Case-1(c)             (d) Case-2

            (e) Case-3             (f) Case-4

Fig. 10. Result of standardization (Tensile force, Exposure)

4.3.3 탄성반력체의 복원량 대비 육안확인장치 노출량 측정결과

육안확인장치의 노출량은 탄성반력체의 복원력과 관계가 깊고, 이에 따른 규격화가 필요하다. 또한 표시패드의 최초 노출시 탄

성반력체의 적층방식에 따른 복원량을 파악하여 20%의 긴장력이 손실되었을 때 확보해야할 복원량의 확인이 요구된다. 이에 탄성

반력체의 복원량과 육안확인장치 노출량에 대한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따라 규격화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병렬적층의 경우 표시패드가 최초로 노출될 때 복원량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0.75mm로 나타났고, 단층의 경우 1mm

로 나타났다. 또한 직렬적층의 경우 표시패드가 최초로 노출된 탄성반력체의 복원량은 0.65mm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탄성반력

체의 복원량이 발생하였을 때 표시패드의 노출량은 1.5~5mm로 미세한 값이지만 20%의 긴장력 손실시 3개의 적층방법의 평균 복

원량인 0.8mm 이상은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탄성반력체의 복원량 대비 육안확인장치의 노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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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는 추후 현장에서의 표시패드 노출량으로부터 탄성반력체의 복원량을 예상하여 앵커 두부에 발생되는 

변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탄성반력체 복원량 대비 표시패드의 노출량의 관계는 다음 Fig. 11과 같이 규격화 하였으

며, 실험결과는 Table 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a) Case-1(a) (b) Case-1(b)

                     (c) Case-1(c) (d) Case-2

Fig. 11. Result of standardization (Restoration, Exposure)

Table 5. Result of tensile force and exposure

Tensile force

(kN)

Exposure (mm)

case-1(a) case-1(b) case-1(c) case-2 case-3 case-4

0 30 33 35 32 30 32

50 21.5 25 35 31 21 30

100 12 15 35 24 15.5 26

150 4.5 7.5 35 18 10 22.5

200 0 5 33 9.5 4 17

250 0 0 20 3 2 12

300 0 0 13 0 0 7

350 0 0 0 0 0 2.5

400 0 0 0 0 0 2

450 - - - 0 0 0

500 - - - 0 0 0

550 - - - - 0 0

600 - - - - 0 0

650 - - - - - 0

700 - -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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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ase-3 (f) Case-4

Fig. 11. Result of standardization (Restoration, Exposure) (Continued.)

Table 6. Result of restoration and exposure

Tensile force

(kN)

Restoration / Exposure (mm/mm)

case-1(a) case-1(b) case-1(c) case-2 case-3 case-4

0 2.05 / 30 2.73 / 33 5.61 / 35 2.78 / 32 2.12 / 30 2.52 / 32

50 1.51 / 21.5 2.33 / 25 4.68 / 35 2.25 / 31 1.65 / 21 2.09 / 30

100 1.15 / 12 1.93 / 15 3.96 / 35 1.89 / 24 1.41 / 15.5 1.82 / 26

150 0.82 / 4.5 1.47 / 7.5 3.17 / 35 1.5 / 18 1.17 / 10 1.58 / 22.5

200 0.5 / 0 1 / 5 2.41 / 33 1.15 / 9.5 0.94 / 4 1.34 / 17

250 0.21 / 0 0.69 / 0 1.79 / 20 0.83 / 3 0.73 / 2 1.15 / 12

300 0 / 0 0.27 / 0 1 / 13 0.5 / 0 0.51 / 0 0.92 / 7

350 0 / 0 0.05 / 0 0.38 / 0 0.22 / 0 0.34 / 0 0.7 / 2.5

400 0 / 0 0 / 0 0 / 0 0.03 / 0 0.14 / 0 0.53 / 0

450 - - - 0 / 0 0.01 / 0 0.33 / 0

500 - - - 0 / 0 0 / 0 0.14 / 0

550 - - - - 0 / 0 0.02 / 0

600 - - - - 0 / 0 0 / 0

650 - - - - - 0 / 0

700 - - - - - 0 / 0

5. 현장시험

5.1 개요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 시스템의 현장검증을 위해 인근 시공되어 있는 옹벽과 옹벽 상부지반에서의 육안확인장치 시공

을 실시하였다. 이에 현장시험 장소에 대한 기초조사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용될 앵커의 제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잔존긴

장력 계측을 위해 하중계를 설치하고, 탄성반력체와 육안확인장치를 설치하여 잔존긴장력 대비 표시패드의 노출량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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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장시공

육안확인장치의 적용 전 현장시험 장소의 지반조사와 앵커의 설계 및 시공을 실시하였다. 지반조사 결과, 시공현장의 지반은 3.5 m 

심도에서 매립층으로 확인되었으며, 12 m에서는 풍화토, 심도 24 m의 지반은 풍화암으로 조사되었다. 지반조사의 결과에 따라 앵

커의 설계축력은 옹벽구간과 옹벽 상부지반구간 모두 400 kN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두 구간 모두 앵커의 길이는 13.5 m로 산정하

였고, 정착장과 자유장, 여유장의 길이는 각각 5.5 m, 6.5 m, 1.5 m로 산정하였다. 앵커의 경사는 지반조건에 따라 옹벽구간은 하향 

20°, 옹벽 상부지반구간은 수직 90°로 설계하였으며, 각각 3공씩 총 6공의 앵커를 시공하였다. 앵커의 시공절차는 코어천공 및 지

반천공을 실시하고, 앵커를 삽입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하였다. Fig. 12는 앵커의 시공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a) Core drilling       (b) Insert of anchor

Fig. 12. Construction of anchor

5.3 육안확인장치 적용 및 계측

현장에 시공된 앵커에 육안확인장치를 적용하여 잔존긴장력 대비 표시패드의 노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하중계를 통한 잔존긴장

력 계측을 실시하였다. 육안확인장치의 적용단계는 먼저 강연선이 삽입된 구간에 하중계측을 위한 하중계를 설치한다. 이후 지압판

을 설치하고, 편심하중이나 스프링이 어긋나지 않도록 가이드하여 탄성반력체와 앵커헤드를 설치한다. 헤드설치 후 유압실린더와 

인장헤드를 이용하여 삽입된 앵커를 지반에 정착시킨다. 정착 후 육안확인장치의 보호캡 설치를 위해 강연선의 길이를 알맞게 절단

하고, 보호캡을 설치해 영점세팅을 실시한다. 육안확인장치의 설치가 끝나면 초기 긴장력 손실에 대한 하중계측과 표시패드 노출량

을 측정하여 실제현장에서 육안확인장치의 적용성을 분석한다. 육안확인장치의 적용과정과 실제 시공된 앵커 6공에 적용된 탄성

반력체의 적층 방식은 Fig. 13과 Table 7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7. Disc spring specification of field test

Division
Retaining wall section Vertical section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Disc spring No. 190028 190028 190027 190027 190028 190028

amount 1EA 1EA 1EA 2EA 2EA 2EA

Stack - - - Parallel Serie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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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taining wall anchor tension (b) Vertical anchor tension

             (c) Installation of visual confirmation device (d) Tensile force measurement

Fig. 13. Installation process of visual confirmation device

현장계측 결과, 앵커의 정착 후 긴장력은 236kN~350kN의 범위를 보였으며, 설계축력인 400kN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긴장력 손실로 인한 표시패드의 노출량을 확인하고자 상대적으로 약한 지반에 시공하여 설계축력에 미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정착 후 7일까지 잔존긴장력과 표시패드의 계측을 실시한 결과, 잔존긴장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값이 미미

하여 표시패드의 노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탄성반력체의 용량이 400kN이기 때문에 표시패드의 노출량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장기적인 계측을 실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계측을 통해 잔존긴장력과 표시패드의 노출량을 실내실험에서 도출한 

규격화 결과와 비교･분석하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의 좀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8은 앵커의 정착시기부터 7일까지의 잔존긴장력 계측결과를 표로 보여주고 있다.

Table 8. Result of field test

Division
Tensile force(kN)

After tension 1day 3day 7day

Retaining wall section

case-1 260 258 253 252

case-2 238 237 225 220

case-3 236 236 231 230

Vertical section

case-4 330 324 311 306

case-5 350 342 323 319

case-6 343 338 305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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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그라운드 앵커의 잔존긴장력을 육안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를 개발하였다. 이에 

육안확인장치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실내 인장실험을 통해 규격화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장시험

을 실시하여 앵커의 잔존긴장력 대비 표시패드의 노출량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라운드 앵커의 잔존긴장력을 육안으로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가 가능한 앵커 긴장력 상시 육안확인장치에 대한 개념설

계를 실시하였다. 육안확인장치의 개념은 탄성반력체를 헤드와 지압판 사이에 설치하여 손실된 긴장력에 따른 탄성반력체의 

복원량이 헤드로 전달되고, 그 변위가 증폭되어 표시패드가 노출되는 형식으로 탄성반력체의 복원과 변위증폭장치에 의한 

표시패드 노출량이 주된 요소이다.

2) 앵커의 잔존긴장력과 탄성반력체의 복원량에 대한 규격화를 위해 실내 앵커 인장실험을 실시한 결과, 탄성반력체의 단층과 

병렬적층의 경우 각각 초기 긴장력의 12.5%, 25%에서 초기 복원량이 확인되었고, 직렬적층의 경우 2.5%에서 초기복원량이 

발생해 육안확인장치의 표시패드 노출에 대해 가장 유리한 적층 방식은 직렬적층방식으로 확인되었다.

3) 앵커의 잔존긴장력 대비 육안확인장치의 노출량 측정 결과, 병렬적층은 긴장력 손실량이 50~60% 범위에서 표시패드가 최초

로 노출되었고, 단층의 경우 57.5%, 직렬의 경우 17.5% 손실시 패드가 노출되었다. 이에 앵커의 잔존긴장력에 대한 안정 수

치인 20% 미만에 들어오는 적층방식은 직렬적층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앵커의 잔존긴장력과 표시패드 노출량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는 추후 표시패드의 노출량으로 잔존긴장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수차례 반복실험을 통해 표

시패드에 잔존긴장력을 눈금으로 표시하여 한눈에 잔존긴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탄성반력체의 복원량 대비 육안확인장치 노출량 측정결과, 표시패드가 최초로 노출될 때의 복원량의 크기는 병렬적층, 단층, 

직렬적층 각각 0.75 mm, 1 mm, 0.65 mm로 나타났다. 이에 20%의 긴장력 손실시 표시패드가 노출되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0.8 mm 이상의 복원량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탄성반력체의 복원량과 표시패드 노출량의 관계식을 

도출하였고, 이는 추후 표시패드 노출량으로 탄성반력체의 복원량과 앵커 두부의 변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5) 현장시험 결과, 앵커의 정착 후 긴장력은 236 kN~350 kN으로 측정되었고, 1일, 3일, 7일차의 잔존긴장력 계측시 긴장력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긴장력 손실치는 미세하여 표시패드의 노출량은 확인이 불가하였다. 또한 설계긴장

력을 400 kN으로 설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용량의 탄성반력체를 설치함으로서 표시패드의 노출은 장기적인 계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본 논문에서 개발한 육안확인장치는 지압판과 헤드 사이에 탄성반력체를 설치해야하므로 신설용 앵커에 국한 되어있다. 따

라서 추후 운영중인 앵커에 탄성반력체를 설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 사

‘본 연구는 2018년도 국토교통부의 재원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개발사업

임(No. 18CTAP-C130246-02).’



Development of Visual Confirmation Device for Anchor Tensile Force ∙ 511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8, No. 5, 2018

REFERENCES

B.J., Lee and J.K., Lee, 2015, Evaluation of Loss of Prestress Force of Tensile Anchor by Long Term Measurement,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Vol. 16, No. 10, pp. 15-22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1989, BS 8081 : British Standard Code of Practice for Ground Anchorages, London.

D.H., Kim, 2017, Tensible force loss of ground anchor based on field soil condition, Master`s Theis Inje University.

FHWA-IF-99-015, 1999, Ground Anchors and Anchored Systems, 185p.

FIP, 1996, Design and Construction of Prestressed Ground Anchorages, 29p.

German Industrial Standard, Disc Springs Dimensions and Quality Specifications, DIN 2093.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6, Investigation of application condition and making the performance improvement technique 

of permanent ground anchor, 114p.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2009, Ground Anchor Maintenance Management Manual, Logo & CIR 

Introduction, Korea, 238p.

Ministry of Land, 2009, Ground Anchor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Manual, Ministry of Land, 162p.

PTI, 1996, Recommendations for Prestressed Rock and Soil Anchors, 41p.

Roads and Traffic Authority, 1997, Permanent Rock Anchors, QA Specification DCM B114. New South Wales, Australia.

The Japanese Geotechnical Society, 2000, Standard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Ground Anchors, JGS4101-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