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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바-네일 그라우팅 공법은 쏘일네일링에서 사용하는 철근과 앵커에서 사용하는 PC강연선 2본을 보강
재로 삽입한 후 그라우팅을 주입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는 공법으로 삽입된 보강재의 인장력을 증대시킨
공법이다. 또한 앵커공법과 달리 철근이 압축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게 된다. 프리스트
레스 하중의 증가에 따라 철근이 받는 압축력이 증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인장력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장인발시험을 실시하여 프리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라 하중이 전이되는 양상 및 철근이 받는
압축력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근과 PC강연선이 동시거동할 수 있는 최적의 프리스트레스를 산정하였
다. 또한 하중전이 이론을 바탕으로 철근이 받는 압축력을 산정하여 PC강연선과 철근이 동시에 거동할 수
있는 최대프리스트레스를 규명하였으며, 보강재의 항복하중을 철근과 PC강연선의 항복하중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의 압축력과 프리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핵심용어 : 앵커바-네일 그라우팅 공법, 프리스트레스, 하중전이 이론, 최대프리스트레스

1. 서 론
쏘일네일링 공법은 지반에 네일을 삽입한 후 그라우팅을 수행하여 지반과 일체화함으로써 원지반의 전단
저항력 및 네일의 인발저항력을 활용하는 보강공법이다. 그러나 쏘일네일링 공법은 수동적인 지보재로서 초
기변위를 억제하기 힘들고 시공수량의 증가에 따른 경제성 확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앵커공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지층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고가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쏘일네일링과 앵커의 장점을 살린 하이브리드 공법을 개발하였다. 앵커
바-네일 그라우팅 공법은 철근의 인장력 및 전단력과 PC강연선의 인장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활동 파괴를 억
지하고 선단에 정착장 설치 및 초기에 긴장력을 가하여 지반보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C강연선과 철근의 일체화된 거동을 유도하여 ABG(Anchor Bar and Nail Grouting)공법의
장점을 현장시험 및 이론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2. ABG공법
ABG공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철근과 PC강연선이 결합된 신공법으로 쏘일네일링과 앵커의
장점을 모두 고려한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철근은 쏘일네일링에서 사용하는 직경 25mm 1본을 사용하며,
PC강연선은 직경 12.7mm 2본을 사용한다. ABG공법의 선단부를 보게 되면 PC강연선과 내하체가 연결되어
있어 PC강연선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여 내하체로부터 전면부로 하중이 전이되게 된다. 또한 인발거동이 발
생하게 되면 선단부의 내하체로부터 하중이 전이되어 파괴면 밖에서의 주면마찰력은 작용하는 토압에 대하
여 능동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면부에서는 PC강연선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후 콘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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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PC강연선을 고정하여 지속적으로 내하체에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ABG의 구성

3. ABG공법의 현장인발시험
본 논문에서는 ABG공법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시공 및 인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인발
시험은 쏘일네일링 공법과 비교하여 ABG공법의 인발저항력 증가를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하중전이 메커니
즘을 규명하고 프리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보강재의 압축력을 산정하여 철근과 PC강연선이 동시에 거동할 수
있는 최적화된 ABG공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장시험은 프리스트레스를 달리한 ABG 6공 및 쏘
일네일링 3공을 4.3m로 수직으로 시공하였다. 대상지반은 N치가 16정도인 지반으로 탄성계수는 5.5GPa, 단
위중량은 17.8kN/m3으로 나타났다.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라 철근이 받는 압축력과 항복하중이 어떻게 변
화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프리스트레스를 변화시켜 실험을 하였으며, 시험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 P.S-1의 하중-변위곡선(0kN)

(b) P.S-2의 하중-변위곡선(58.86kN)

(c) P.S-3의 하중-변위곡선(98.1kN)

(d) P.S-4의 하중-변위곡선(137.34kN) (e) P.S-5의 하중-변위곡선(196.2kN)
(f) 쏘일네일링의 하중-변위곡선
그림 2. CASE 1(프리스트레스 변화)과 CASE 2(쏘일네일링 공법)의 하중-변위곡선
현장시험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프리스트레스가 작은 경우(0kN, 58.86kN), 내하체
에서 발생하는 압축력이 전면부까지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인발 초기에 쏘일네일링의 인장거동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내하체에서 전이되는 압축력과 중첩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프리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137.34kN, 196.2kN), PC강연선이 받는 하중이 크기 때문에 철근의 인장력이 모두 발휘되기 전에 PC
강연선이 먼저 항복하중에 도달하게 된다. 프리스트레스를 98.1kN으로 주었을 경우 내하체의 압축력이 전면
까지 전이되어 동시인발 시 압축력과 인장력의 중첩효과가 즉시 발휘되며,

PC강연선과 철근이 일체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BG공법에서 프리스트레스를 최대 98.1kN 정도로 가하게 된다면 ABG공법
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쏘일네일링의 하중-변위 곡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프리
스트레스 하중을 제외하더라도 항복하중이 2배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배경이론
본 연구에서는 최대프리스트레스( )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최대프리스트레스는 내하체에서 프리스
트레스에 의한 압축력이 앵커바의 전면부로 전이되기 시작한 시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하체에서 발생한 압

축력이 전면부로 도달된 것은 충분히 철근에 압축력이 전달된 것이므로 더 이상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BG공법은 프리스트레스를 내하체가 있는 선단에서 가하기 때문에 저항요소는
주면마찰력( ), 전면부 전이하중(  )으로 나누어진다. ABG의 내하체에서 프리스트레스 하중(  )을 가하

였을 때 이 하중은 초기에 주면마찰력( )에 의해서 저항하게 된다. 하지만 말뚝 상부하중(  )이 점점 커지
게 됨에 따라 말뚝하부로 하중이 전이되면서 전면부의 전이하중(  )이 발생하게 된다.

      

(1)

최대프리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시점은 앵커바의 전면에 프리스트레스 하중이 전이되는 시점이다      .

이때의 프리스트레스 하중은 모두 주면마찰력( )에 의해 저항하게 된다.

     

(2)

따라서 철근과 그라우팅에 의해서 전이되는 하중이 모두 그라우팅과 지반사이의 주면마찰력에 의해서 저항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또한 최대프리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시점, 즉 내하체의

압축력이 전면에 도달할 때의 주면마찰력을 하중전이주면마찰력( )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는

원주,

은

앵커바의 길이,

 는

철근과 그라우팅의 단면적을 고려한 등가탄성계수,

리스트레스가 전면에 도달했을 때의 변형률이며,

 는

(3)

 은

프

앵커바 구근의 단면적이다. 하중전이 주면마찰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프리스트레스가 전면에 도달했을 때의 변형률(  )을 판단하여야 한다. 본 현장시험에서
실시한 프리스트레스가 0kN인 시험에서 하중-변위곡선과 쏘일네일링의 하중-변위곡선을 서로 비교해 보았

 

을 때, 인발초기에는 ABG공법에서 삽입된 철근이 쏘일네일링의 철근과 동일한 거동을 보이지만 변위가
0.86mm발생하는 지점부터 인장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내하체의 압축력이 전면으로 도달하여
실제 철근이 받는 인장력보다 작은 힘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을 하중이 전면으로 전이된 시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하중전이 주면마찰력( )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  ×

 
   
×  × 

(4)

그라우팅의 주면과 ABG의 길이를 고려하게 되면 프리스트레스는 약 100kN으로 현장인발시험에서 나타난
값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스트레스에 따라 철근이 받는 압축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며, 프리스
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그라우팅과 철근에는 식 (5)와 같이 압축력이 작용하게 된다.

    ,    

(5)

철근과 그라우팅이 일체거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프리스트레스 하중은 철근이 받는 하중과 그라우팅이 받는 하중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다.




         

(7)

따라서, 철근의 응력으로 정리하여 철근이 받는 하중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철근의 압축력을 산정하게 되면 각 보강재에 작용하는 항복하중을 최종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라우팅의 직경이 다소 큰 약 0.1455m로 산정되었으나 설계 시 그라우팅의 직경이 0.105m일 경

우, 보강재의 항복하중을 산정하고자 한다. 프리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철근이 받는 압축력은 증가하게
되며, 동시인발을 하게 되면 내하체에서 발생되는 하중은 철근의 인장력과 더욱 빠르게 중첩되게 된다. 또한
프리스트레스는 길이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PC강연선의 항복하중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근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프리스트레스에 따라 철근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고려하여 철근과 PC강연선의 항복하중의 변화양상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 프리트스레스 증가에 따른 항복하중의 변화양상
프리스트레스를 100kN으로 주었을 때 항복하중이 약 450kN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프리스트레스가
100kN을 넘어서게 되면 보강재의 항복하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BG의 길이에 상관없이 프
리스트레스를 100kN 이하로 주어야 하며, 이를 한계프리스트레스(lim )라고 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BG공법의 인발저항력의 증가양상과 최적화된 ABG공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현장인발시
험 및 배경이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BG공법에 최적화된 설계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인발시험 결과, ABG공법이 쏘일네일링공법에 비해 항복하중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리스트레스를 100kN정도로 하였을 때 철근과 PC강연선이 동시거동하여 ABG공법의 항복하중이 최대로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하중전이 이론을 바탕으로 프리스트레스 하중이 전면으로 도달하는 시점을 파악하고, 철근이 받는 압축력
을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강재의 항복하중을 산정하였으며, 프리스트레스를 100kN이하로 하는 한계프
리스트레스를 제안하였으며, 이때의 항복하중은 450kN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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