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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ck anchorage of a suspension bridge is an outstanding anchorage type from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perspective, although it should be applied when the bearing foundation is fresh enough to resist large cable loads. In 

practice, geotechnical engineers have encountered difficulties in designing the anchorage structure due to the fact that 

the physical behaviors of rocks against cable loads have not yet been fully proved and its design method was not 

established yet. In this study, model tests and numerical studie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behavior of the rock 

anchorage system planned under hard rock layers in domestic islands, and results suggest that the shape of asymmetric 

rock wedges can resist the tension loads with self weight and shear resistance. Additionally, real scale trial tests were 

carried out to verify the accuracy of an inclined drilling penetrating hard rock layers to install tendon to the bearing plate.

 

요   지

현수교의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는 기초 암반이 신선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형식으로, 앵커리지 형식 중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케이블 하중 재하시 암반의 거동특성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설계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들이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지역의 경암 지반에 계획된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를 대상으로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지지암반의 

거동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자중과 전단력으로 케이블 하중에 저항하는 비대칭 형태의 암반 쐐기 블록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암 지반에서 강연선 홀 설치를 위한 실규모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경사 천공의 정밀도를 확인하여 지중정착식 

앵커리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Keywords : Asymmetric rock wedge, Inclined drilling, Model tests, Numerical analysis, Physical behavior, Rock 

anchorage, Suspension bridge, T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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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 history of rock anchorage

Yi Sunsin Bridge Toyoshima Bridge Askoy Bridge  High Coast Bridge

Location Yeosu, Korea Japan Norway Sweden

Lane / Span 4 lane / 1,545m 2 lane / 537m 2 lane / 850m 2 lane / 1,210m

Embedded depth 36m 20m 30m 37m

(a) Gravity type

(b) Tunnel type

(c) Rock anchored type

Fig. 1. Anchorage type of suspension bridge

1. 서 론

현수교의 앵커리지는 주케이블의 장력을 지지하는 

구조물로, 매우 커다란 하중이 상시 작용하기 때문에 안

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공사비도 교량 전체 공사

비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현수교의 핵심 구성요소

이다. 앵커리지는 케이블 하중에 대한 지지 형식에 따

라, 콘크리트 구체의 자중과 마찰저항에 의존하는 중력

식 앵커리지, 암반에 터널을 뚫고 인장재와 콘크리트를 

채워 자중, 콘크리트와 암반 사이의 마찰력과 점착력으

로 저항하는 터널식 앵커리지, 신선한 암반 하부에 정착

판을 설치하고 상부로부터 강연선을 체결함으로써 암

반 쐐기의 자중, 암반 사이의 마찰력과 점착력으로 지지

하는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로 구분된다(Fig. 1). 

이 중 중력식 앵커리지는 적용사례가 가장 많은 형식

으로, 지지암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콘크리트와 암

반 사이의 마찰저항, 전면부 수동저항 등 하중 저항 메

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설계법도 

비교적 보편화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사비가 

고가이고 환경훼손면적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터널식 

앵커리지는 중력식과 비교하여 환경훼손면적이 적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사례가 많으며, 마찬가지로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지지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는 장점이 있으나(Yafeng Han et al., 2019; Seo et al., 

2018), 경사 터널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 관련 시공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지중정착식 앵커리

지는 기초지반의 암질이 신선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세 가지 형식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공사

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지지거동이 명확하게 규

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연구사례도 거의 없으며, 설

계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설계 실무자들이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상하

부 정착판을 체결하기 위한 강연선 홀의 시공이 쉽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암질상태가 우수한 북유럽을 중

심으로, 일본의 Toyoshima 대교, 국내의 이순신대교에 

적용되었던 사례가 유일하다(Table 1). 따라서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는 지중정착식 앵커

리지가 보다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앵커리지의 거동특

성을 포함하여 설계 기법과 시공법에 대한 연구와 검증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수교 앵커리지와 관련된 설계 

저변을 넓히는 기초 연구로서,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를 

대상으로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지지거동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로부터 앵커리지 정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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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isting design method of rock anchorage of a suspension 
bridge

의 길이를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강연선 홀 시공을 위한 시험

천공을 실시하고, 경사 천공의 직진성과 시공성을 검증

하였다. 

2. 지중정착식 앵커리지 최신 설계기준 분석
 

2.1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케이블교량편(2018)

현재 현수교 앵커리지 설계에 적용 가능한 국내의 설

계기준으로는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연구성과에 기반한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이 유

일하다. 동 기준에서는 국내 적용실적이 가장 많은 중력

식 앵커리지와 해외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터널식 앵

커리지에 대해 파괴 활동면과 안정성 검토 방법을 상세

히 기술하고 있으며, 두 형식 이외의 다른 형식을 적용

할 경우 앵커리지의 활동에 대해 확립된 이론이 없으므

로 수치해석과 모형실험 혹은 실물실험을 통해 그 적합

성을 제시 및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암반 내에 

약층이 존재할 경우 국부적인 파괴 가능성이나 불연속

면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수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

처럼 지중정착식 앵커리지에 대한 설계기준은 아직 명

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엔지니어의 판단에 따라 구

조물의 규모와 상세 설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불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2.2 현수교 앵커리지 지반설계 가이드라인(2020)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케이블교량 글로벌 

연구단 및 국가R&D 연구 과제를 통해 중력식･터널식 

앵커리지를 대상으로 모형실험과 수치해석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한국지반공학회의 공인화 절차를 거

쳐 국내 설계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KGS and KICT, 2020). 그러나 지중정착식 앵커리지에 

대해서는 이순신대교에 적용되었던 사례분석을 통해, 

식 (1)과 Fig. 2와 같이 하부 정착판 상하부로 의 파

괴각도를 갖는 암반 쐐기체가 자중과 전단 저항으로 케

이블 하중에 지지한다는 매커니즘이 소개되었을 뿐, 파

괴 각도에 대한 검증이나 추가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는 못하였다. 

 



≥  (1)

여기서  : 케이블 장력, : 수평면과 쐐기면이 이루

는 각, : 암반 쐐기의 유효중량, : 저면활동면에서

의 점착력과 단면적, : 저면의 마찰계수(tan), : 암반 

내부마찰각을 의미한다.

Hong et al.(2014)은 수치해석을 통해, 기존의 지중정

착식 앵커리지 설계에 적용된 지반의 파괴각이 실제 파

괴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어, 기존 설

계법을 실무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중정착식 앵커리지를 모사한 암반 모형실험을 수행하

고, 이를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케이블 하중에 

대한 저항 메커니즘을 규명한 후, 지중정착식 앵커리지

의 정착장 길이를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3. 모형실험을 통한 저항 쐐기형상 예측

케이블하중 재하시 기초지반의 파괴 활동면을 확인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물 재하시험이지만, 10,000

톤 이상이 되는 설계 하중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므로, 모형실험을 통해 암반의 거동특성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Coquard 

and Boisetelle, 1994; Seo et al., 2018) 적용성이 검증된 

석고와 모래 혼합물을 이용하여 모형 지반을 조성하고, 

앵커리지 형상을 모사한 인발실험을 실시하여 암반의 

파괴면과 거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3.1 실험 방법

암반의 실제 거동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모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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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view of a suspension bridge adopted in the tender design

(b) Rock anchorage (begin point) (c) Bearing plate layout (begin point)

(d) Rock anchorage (end point) (e) Bearing plate layout (end point)

Fig. 3. Yeosu Hwatae-Baekya suspension bridge (00 Consortium tender design)

해 화태∼백야 국도건설공사 1공구 입찰 설계에 적용된 

가상의 현수교 앵커리지를 대상으로 2차원 축소모형 실

험을 실시하였다. 원형으로 가정한 현수교는(Fig. 3) 주

경간장 1,400m급의 2차로 도로교로써, 주케이블의 장

력을 지지하기 위해 지중정착식 앵커리지가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각 32m, 24m의 깊이로 계획되었다. 원지반

은 일축압축강도 100MPa 이상의 신선한 응회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점부는 완만한 경사, 종점부는 20°이

상의 급한 지형경사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

상되는 파괴면의 각도와 모형 토조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표면까지 형성되는 파괴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근입 심도가 비교적 얕은 종점부를 대상으로 약 

1/100의 크기로 모형을 조성하였다(Fig. 4).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강연선, 강연선과 체결되는 상하부정착판, 하

부정착판 시공을 위한 챔버터널, 그리고 원지반 지형을 

모사하였으며, 벤트블록처럼 암반의 거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구조물은 모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앵커리지 상하부 정착판은 폭 5cm의 철판으로 제작

하였고, 인장하중을 받는 강연선의 배치형태에 따라 파

괴면의 형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세 가지 케이

스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1차･2차 실험에서는 

각각 정사각형 배열(6mm × 4개)과 마름모 배열(5mm 

× 4개)로 강봉을 설치하여(Case 1, 2), 인장균열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부정착판 상하부 주변에서 강연

선 홀 설치에 따라 암반의 단면이 손실되는 정도를 조정

하였다. 그리고 3차 실험에서는 기존의 터널식 앵커리

지의 실험사례(Seo et al., 2018)와 동일하게 두께 10mm

의 알루미늄 판을 중앙부에 배치하여(Case 3) 인장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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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4. Schematic of rock anchorage model

을 재하하였다. 인장 하중이 작용하는 앵커리지 강연선

은 실제로는 천공 홀에 삽입된 강관 내부에 그라우팅으

로 둘러싸여 존재하기 때문에, 케이블 하중 재하시 주변 

암반과 분리되어 거동한다. 따라서 모형지반이 조성되

기 전에 설치된 강연선이 인장 중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일을 바른 폴리에틸렌 관을 

외부에 설치하여 실제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도록 조치

하였다. 

모형 암반은 석고-모래(주문진표준사)-물 혼합물을 

사용하여 약 1.8 × 0.7 × 0.5m의 크기로 실제 경사 지형

과 유사하게 제작하였고, 상부 정착판 시공을 위한 기초 

터파기 지형을 모사하였다. 지표면 근처에 얕은 심도로 

분포하는 연암은 석고 19.5%, 모래 57.4%, 물 23.1%의 

비율로, 활동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암은 석고 

26.9%, 모래 50.0%, 물 23.1%의 비율로 배합하고, 7일 

동안 실내에서 스티로폼 차광 및 아크릴 덮개를 사용하

여 양생하였다(Fig. 5). 각각의 시험마다 직경 5cm, 길이 

10cm인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고 일축압축강도 실험

을 수행한 결과, 모형지반의 강도가 7.8∼8.2MPa로 일

정하게 나타나, 실험 Case 마다 석고모형이 균질하게 조

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원심모형실험이나 1g 

진동대 실험과 같은 토사 모형실험은 원형과 모형 사이

의 상사법칙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으나(Iai 

et al., 1989; Kim et al., 2006), 암반 모형실험은 원지반

과 모형지반의 재료적 이질성 때문에 상사법칙에 대한 

검증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암반의 거동

을 정확하게 모사하기가 매우 어렵다(Jeon et al., 2003; 

Kim, Jong-Gwan and Yang, Hyoung-Sik, 2016). 이와 같

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석고 모형실

험은 인장하중 재하시 파괴면의 형상을 육안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고, 기존의 사례

들로 볼 때(Seo et al., 2018; Kim, Jong-Gwan and Yang, 

Hyoung-Sik, 2016) 일축압축강도 100MPa 이상의 현장

지반을 대표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은 압축형 Bar type 앵커 인발 실험과 유사한 방

법으로서 수행되었다(Fig. 6). 상부 지압판에 연결된 인

장봉을 변위속도 1mm/min 내로 제어하면서 연속적으

로 하중을 증가시켰으며, LVDT와 로드셀로 모형지반 

상부에서의 변위와 앵커 하중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였

다. 인발하중은 급격한 응력 변화 또는 균열이 발생하여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는 극한 파괴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재하하였다.

3.2 실험 결과 및 분석

세 가지 실험 Case의 파괴시 활동면의 형상(균열 형

상)과 하중-변위-시간 그래프는 각각 Fig. 7, Fig. 8과 같

다. 인장재의 배열 형상과 상관없이 세 가지 실험 모두 

응력이 집중되는 하부 정착판 상하부 주변에서 암반의 

균열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급격하게 파괴가 발생하였

다. 우선 직경 6mm의 강봉을 2×2의 정사각 배열로 배

치하여 정착판 상하부 주변에서의 단면 손실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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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nyl wrap coating on the model frame (b) Pre-installation of anchorage structure

(c) Casting of model hard rock (d) Hard rock curing 

(e) Casting of model soft rock (f) Model cutting and finalization

Fig. 5. Procedure of model preparation

Fig. 6. Experimental setup of mode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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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7. Experimental results of model tests

((6mm × 2ea) ÷ 50mm = 24%) 컸던 Case 1의 경우, 하

중이 3.23kN에 도달한 후 균열이 발생하였다(Fig. 7(a), 

Fig. 8(a)). 터널 상부측은 인장하중 방향과 108°의 각도

를 이루며 균열이 진행되었지만, 하부측은 하중과 평행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비대칭 형태의 파괴면이 형성되

었다. 5mm의 강봉 4개를 45°로 배치하여 정착판 상하

부 주변에서의 단면 손실정도가((5mm × 1ea) ÷ 50mm 

= 10%) 작았던 Case 2에서는 Case 1의 결과와는 다르

게 하중방향의 파괴면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5.96kN이

후 정착판 상부와 하부에서 각각 86°, 81°의 각도를 이

루며 균열이 발달하였다(Fig. 7(b), Fig. 8(c)). 마지막으

로 정착판의 중앙에 폭 5cm, 두께 10mm의 인장재를 설

치하여 정착판 상하부 주변에서는 단면 손실이 없었지

만, 정착판 전면에서의 손실면적은 가장 컸던 Case 3의 

경우에는, 3.53kN이후 상부 79°, 하부 34°의 각도로 비

대칭 균열이 발생했으며, Case 1과 Case 2의 중간정도

로 하부 파괴면이 형성되었다(Fig. 7(c), Fig. 8(e)). 

Case 2와 Case 3의 결과는 앵커의 인발시 파괴모드

를 원호 또는 Bilinear 형태로 제시한 기존의 수치해석

(Meyerhof and Adams, 1968; Hong et al., 2014), 그리고 

터널식 앵커리지를 대상으로 수행된 모형실험(Seo et 

al., 2018) 결과와 파괴면의 형상 측면에서 유사점이 관

측되었다(Fig. 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중정착식 앵

커리지의 거동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실

제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경사지게 지반을 조성하

였고, 강연선 삽입을 위한 천공 홀과 경사 방향의 하중

을 모사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하중 방

향을 기준으로 비대칭 형태의 파괴면이 관측되었다. 특

히 응력 집중부 주위에서 강연선 홀 설치로 인한 암반의 

단면손실이 클 경우(Case 1), 하중방향과 평행한 방향으

로 균열이 진행되는 극단적인 형태의 파괴도 발생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파괴면의 비대칭 경향

이 커질수록 인장하중이 감소하여(Case 1 < Case 3 < 

Case 2) 케이블 하중에 대한 저항 안정성이 불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2차원 모형 실험의 한계

가 있었지만 강연선 홀의 배치 형태에 따라 암반의 거동

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력이 집중되는 

정착판 상하부에서 천공 홀의 배치를 최소화 하고, 전면

부에서의 단면 손실을 최소화 시킨다면 케이블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치해석을 통한 저항 쐐기형상 확인

4.1 수치해석 개요

모형실험으로 나타난 비대칭 형태의 파괴면을 검증

하기 위해, Fig. 3의 현수교 앵커리지를 대상으로 지반

분야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Midas GTS-NX를 사용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

장하중을 받는 강연선은 천공홀 내부에 그라우팅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암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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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 Tensile Load curve (Case 1) (b) Time - displacement curve (Case 1)

(c) Time - Tensile Load curve (Case 2) (d) Time - displacement curve (Case 2)

(e) Time - Tensile Load curve (Case 3) (f) Time - displacement curve (Case 3)

Fig. 8. Tension load - displacement - time curve obtained from model tests

(a) Circular arc model 
(Meyerhof and Adams, 1968)

(b) Bilinear model 
(Hong et al, 2014)

(c) Model test 
(Seo et al, 2018)

Fig. 9. Failure mode of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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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1
(No tendon hole)

(b) Model 2 (Original)
(0.75m spacing from plate edge)

(c) Model 3 
(1.5m spacing from plate edge)

Fig. 10. Numerical analysis model (end point)

Table 2. Material properties used for numerical analysis

Material Model
 

(kN/m3)
c 
(kPa)

 
(°)

E 
(Mpa)


Kn

(Mpa/mm)
Ks

(Mpa/mm)

Rock

I

Mohr - 
Coulomb

26.0 2,200 47 17,000 0.22 - -

II 25.5 1,000 43 10,000 0.23 - -

III 25.0 400 40 4,000 0.24 - -

IV 24.0 200 35 1,200 0.25 - -

Grouting Elastic 24.0 - - 15,000 0.2 - -

Interface Interface - - - - - 447 4,065

이다. 따라서 수치해석을 위해 강연선을 모사하는 대신 

250mm의 천공 홀을 모사하고 하부 정착판에 하중을 적

용시켰으며, 홀 내부는 그라우팅 물성과 암반 경계부의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하여 최대한 현실과 비슷한 거

동을 모사하였다. 

수치해석은 총 여섯 가지의 Model에 대해 파괴가 발

생할 때까지 하중을 증가시켜 거동특성을 확인하였다.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시점부와 급경사를 이루는 종점

부 모두 해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부정착판 시공을 위

한 터파기 면을 모사하여 지형적인 여건을 충분하게 반

영시켰다. 그리고 모형실험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응력 

집중부 주변에서의 암반 손실 정도가 파괴 형상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천공 홀을 모사하지 않을 경우

(Model 1), Fig. 3(e)의 원형구조물처럼 천공 홀을 정착

판 모서리로부터 0.75m 이격시켰을 경우(Model 2), 천

공에 따른 암반 손실부를 정착판 모서리로부터 1.5m로 

조금 더 이격시켰을 경우(Model 3)에 대해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Fig. 10). 해석에 사용된 지반 물성은 현장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2와 같이 적용하였다. 

4.2 수치해석 결과 분석

수치해석 결과로 얻은 시점부와 종점부의 전단변형

율과 소성영역도를 각각 Fig. 11과 12에 나타내었다. 

모형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정착판 상하 모서리 부분

에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이 시작되었고, 하중방향을 

기준으로 상하 비대칭 형태의 쐐기 파괴가 발생되었

다. 시점부와 종점부 모두 정착판 주변 암반의 단면 

손실 정도와는 상관없이, 쐐기면의 하면이 하중 작용

방향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모형실험의 Case 1의 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면은 하중방향을 

기준으로 시점부는 33°, 종점부는 42°의 각도로 형성되

어, 기존 연구결과의 범주(∼, 여기서 는 암반의 

내부마찰각) 안에 드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경사지형에 

설치된 앵커리지 구조물에 케이블 하중이 작용했을 경

우, 상부 정착판 시공을 위한 터파기 면으로 가장 짧은 

전단거리가 형성되었고, 특히 정착판 상부쪽은 구속압

력이 낮아 변형이 발생되기 쉬운 방향으로 인장하중의 

분력이 전달되면서, 상･하 비대칭 형태의 파괴가 발생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해석 결과는 연암에 설

치된 터널식 앵커리지를 대상으로 현장모형실험과 수

치해석을 통해 파괴거동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

(Yafeng Han et al., 2018)와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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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in (Model 1) (b) Plastic range (Model 1)

(c) Strain (Model 2) (d) Plastic range (Model 2)

(e) Strain (Model 3) (f) Plastic range (Model 3)

Fig. 11. 2D Numerical analysis results (Begin point)

5. 모형실험과 수치해석 결과를 반영한 정착장 길
이 결정 

5.1 저항 쐐기형상 결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에서 모

두 비대칭 형태의 파괴면이 형성되었고, 특히 쐐기 활동

면의 저면은 일부 문헌조사 결과와 모형실험의 Case 1, 

그리고 수치해석 결과에서와 같이 하중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는 도로교설계기준에 명기된 바와 같이 구조

물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발생가능한 모든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설계해야 되지만, 설계기준에 제시된 수치해

석과 모형실험, 현장실험을 모두 수행하기는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실무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설계의 편의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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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in (Model 1) (b) Plastic range (Model 1)

(c) Strain (Model 2) (d) Plastic range (Model 2)

(e) Strain (Model 3) (f) Plastic range (Model 3)

Fig. 12. 2D Numerical analysis results (End point)

Fig. 13. Failure modes of Tunnel type anchorage under complex geological condition (Yafeng Ha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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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utational model of resisting rock block against cable 
load

Table 3. Stability analysis results for the Hwatae-Baekya suspension bridge

Friction resistance 
(kN)

Cohesion resistance 
(kN)

Wedge weight 
(kN)

Cable load 
(kN)

Safety factor

Begin point
(=43°, L=32m)

187,869 486,400 194,569 194,290 4.4 > 3.0

End point 
(=31°, L=24m)

248,908 480,000 166,102 228,500 3.9 > 3.0

서는 지중정착식 앵커리지의 정착길이를 간편하고 쉽

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중과 전단력으로 케이블 하중

에 저항하는 쐐기 저항체를 Fig. 14와 같이 제안하였다. 

저항력 산정에 가장 중요한 쐐기체의 하면은 앵커리지 

강연선 홀 천공에 따른 암반의 단면 손실과 자연 암반

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의 불확실성, 그리고 수치해석 결

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케이블 하중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면은 현재 앵커 설계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30°를 적용하여, 수치해석과 모형

실험으로 확인된 각도 중에서는 최소 값에 가깝지만, 

기존 연구사례(∼)의 범주 안에 드는 값을 제안하

였다. 

5.2 전체계 안정성 해석을 통한 정착길이 결정

케이블 장력에 저항하는 암반 쐐기체의 활동 저항력

은 기존의 터널식 앵커리지(Yafeng Han et al., 2018)와 

이순신대교 사례와 동일하게 쐐기의 자중, 활동면에서

의 마찰력과 점착력을 기본으로 Fig. 14와 식 (2)를 통해 

산정할 수 있다. 



costansin (2)

여기서, Ht는 활동저항력, W는 쐐기 자중, 는 케이블 

각도, 는 암반의 내부마찰각, c는 암반의 점착력, A는 

쐐기 저면의 활동면적을 의미한다. 제시된 방법으로 Fig. 

3의 구조물에 대해 활동저항력을 산정하고 안정성을 검

토한 결과 허용 안전율에는 여유가 있었으며(Table 3), 

설계하중을 재하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면 Fig. 15에서

와 같이 정착판 주위로 미미한 소성영역과 1∼2mm 이

내의 변위만 발생되어, Fig. 3의 구조물은 충분히 안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국내 케이블교량은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라 한

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앵커리지 정착장의 길이를 산정하기 위해 한계상

태설계법을 적용할 경우, 흙과 흙 사이 활동에 대한 저

항계수 값은  로 정해져 있는 반면, 아직 암반과 

암반사이의 저항계수 값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 값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허

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지지암반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일본 본주사국공단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율이나(Fs=2), 기존의 이

순신대교 사례 또는 주케이블 및 텐돈의 파단강도를 고

려하여 Fs=3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실규모 경사천공을 통한 지중정착식 앵커리지의 
시공 정밀도 확인 

6.1 정밀 경사천공의 중요성

기존에 지중정착식 앵커리지의 적용사례가 많지 않

았던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상부 정착판과 하부정착

판을 연결하는 강연선 홀의 천공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

이다. 즉, 하부 챔버가 시공된 후 상부에서 경사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공오차가 커질 경우에는 챔버를 

확장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웃 강연선 

홀과 중첩될 경우에는 강연선의 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천공의 정밀도는 암반의 상태와 장비운영방식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사 천공시 천공 비트

의 회전방향으로, 그리고 절리방향과 중력방향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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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in (Begin point) (b) Strain (End point)

(c) Plastic range (Begin point) (d) Plastic range (End point)

(e) Displacement (Begin point) (f) Displacement (End point)

Fig. 15. Displacement and plastic range under design load

트가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지진계 설치, 

지하수 관정 개발, 대구경 터널보조공법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대심도 정밀 천공장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라 장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일반적인 조건에서 약 5% 내외의 천공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의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국내 화산암 도서지역에서 경사

천공을 수행하고, 천공정밀도를 확인하여 지중정착식 

앵커리지 강연선 홀의 시공성을 확인하였다. 

6.2 경사 시험천공 개요

시험천공은 전라남도 여수시 월호도와 개도에서 각

각 1공씩 수행했으며, 시험에 앞서 암반 상태 확인을 위

해 시추조사(월호도 7공, 개도 5공)와 실내실험을 시행

한 결과, 절리 간격 3m 이상, RQD 83% 이상, 일축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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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ck core sample (Wolhodo - Begin point) (b) Rock core sample (Gaedo - End point)

Fig. 16. Photography of rock core samples

(a) Drilling bit (b) Improvement of drilling equipment

Fig. 17. Schematic diagram of rock drilling machine

(a) Wolhodo (’20.10.06) - drilling depth 32m (b) Gaedo (’20.10.10) - drilling depth 24m

Fig. 18. In-situ trial test to verify accuracy of inclined rock drilling

강도 80∼100MPa 이상으로, 대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응회암은 전반적으로 암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현장에서 채취한 암석 시료상자의 사진은 Fig. 

16과 같다. 

천공장비는 기존 이순신대교 앵커리지 시공에 사용

된 장비를 개조한 것으로, Fig. 17과 같이 파일럿 비트와 

직경 246mm의 링비트를 회전시켜 천공이 이루어지며, 

공벽 보호를 위해 3m마다 외부 케이싱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였다. 또한 압력제어식 공기압 주입을 통해 주변

지반의 절삭을 방지함으로써 정밀성을 확보하고, 기존

에 사용되었던 장비 대비 선두관 덧대기, 스테이빌라이

저 형상 및 배치형태를 보강하여 직진성을 개선시켰다. 

경사 천공은 월호도와 개도에서 각각 43°, 31°의 각도

로, 32m, 24m 깊이까지 수행되었으며, 시험 전경은 Fig. 

18과 같다. 

6.3 천공 정밀도 확인 결과

천공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해 Shanghai Liqing Geological 

Instrument사에서 개발한 공곡도 검층장비가 사용되었

다(Fig. 19). 본 장비는 자이로스코프 타입 센터를 통해 

경사각과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검층기를 천

공 바닥 면으로부터 매 3분마다 1m씩 이동시키며 공간

좌표를 측정하였다.

정밀도 확인 결과는 Fig. 20과 같다. 천공 홀에 4∼5m 

깊이로 남아있는 슬러지 때문에 두 번의 시험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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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Fiber optic north seeking gyro inclinometer

(a) Wolhodo (verifying up to 27m) (b) Gaedo (verifying up to 20m)

Fig. 20. Experimental results of drilling accuracy

27m, 20m 깊이까지만 천공 정밀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

며, 그 결과 오차율은 0.8∼0.9%로 확인되어 Fig. 3과 

같은 구조물을 실제 시공할 경우 약 2%의 허용 오차율

(홀 간 중심 간격의 1/2 ÷ 깊이, 0.75m ÷ 32m ≂ 2%)은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향후 불연속면의 간격이 넓고 TCR/RQD가 높아 

암반 특성이 우수한 지역에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를 계

획할 경우, 현재 개발되어 있는 천공 장비를 이용하여 

강연선 홀의 시공 정밀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지역의 경암 지반에 계획된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를 대상으로 실내 모형실험과 수

치해석을 수행하여 케이블 인장하중에 대한 지지거동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석고와 모래 혼합물을 이용하여 모형 지반을 조성하

고 앵커리지를 모사하여 인발재하실험을 수행한 결

과, 응력이 집중되는 정착판 상부와 하부 주변의 암

반에서 인장균열이 시작되었고, 하중 방향을 기준으

로 상･하 비대칭 형태의 파괴면이 관측되었다. 특히 

인장균열부 주변에 강연선 홀 설치에 따른 암반의 

단면 손실 정도가 클 경우, 하중방향과 평행한 방향

으로 하부 활동면이 형성되어 극단적인 형태의 쐐기 

파괴가 발생하였다.

(2)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

행한 결과, 모형실험과 유사하게 비대칭 형태의 쐐

기 파괴가 발생하였다. 정착판 주변에서의 단면 손

실 정도와는 상관없이, 상부 정착판 시공을 위한 터

파기 면으로 가장 짧은 전단 거리가 형성되었기 때

문에, 하중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파괴면이 생성

되었다. 그리고 상부측 파괴면은 하중방향과 약 30°

∼45°의 각도로 생성되었으며, 이는 구속압이 낮아 

변형이 발생되기 쉬운 방향으로 인장하중의 분력이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앵커리지의 정착장 길이를 쉽고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자중과 전단력으로 케이블 하중에 저항하는 

저항체의 형상을 단순한 쐐기 모양으로 제안하였다. 

저항력 산정에 가장 중요한 쐐기체의 하면은 케이블 

하중 작용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상

면은 현재 앵커 설계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30°를 

적용하여, 기존 연구결과의 범주(∼, 는 암반



48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7권 제2호

의 내부마찰각) 안에 드는 값을 제안하였다.

(4) 강연선 홀의 천공관리는 지중정착식 앵커리지의 시

공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천공장비를 이용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하고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천공 오차

가 1% 미만으로 발생하여, 불연속면 간격이 넓고 

TCR/RQD가 높아 암반 특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충분히 경사천공의 시공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5)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는 아직 정형화된 설계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형식으로, 적용실적이 많지 않

고 연구사례도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 

성과물은 앵커리지 설계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한계상

태설계법을 위한 저항계수들이 보완된다면, 환경성

과 경제성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는 지중정착

식 앵커리지는 보다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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