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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study investigated corelation of installation torque and the ultimate uplift capacity of the
helical anchor. The investigation involved a seriese of soil chamber tests. Two different methods
for determining the ultimated uplift capacity of the anchor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Davisson method illustrated clearer relationship between installation torque and the
ultimate uplift capacity of the helical anchor than BS method.
1. 서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가 최근 급해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필요한 다양한 구조물의 수요
도 증가하였다. 인구와 구조물의 수요는 증가하고
사용 가능한 지반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 기
반 시설 및 주거에 필요한 구조물의 형식은 점차 고
층화, 밀집화 및 대형화에 이르게 되었다(Derrick,
2001). 만약 지반의 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연약지
반에서의 지하굴착 시 흙막이 벽체의 지지는 버팀보
또는 앵커를 주로 이용한다. 만약, 굴착면적이 비교
적 크면 앵커를 사용하는 방법이 경제적이다
(Xanthakos, 1991). 연약지반에서의 앵커의 역할은
설계지지력의 확보와 장기변형의 제어에 있는데, 이
를 위한 앵커개발의 연구가 요즘들어 매우 활발하
다. 여러 연구 개발 중 안성준(2013, 2014) 등은 지
반에 천공 없이 토크 드라이버를 이용한 회전력에
의해 관입/시공 될 수 있는 나선형 앵커 개발에 대
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서는 헬리컬 앵커 관입 시 토크와 앵커 거치
후 극한 인발력과의 상관관계 도출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토크와 인발력과의 관계 산정 시 극한
인발력을 결정하는 방법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2. 토조실험

헬리컬 앵커 관입과 극한 인발력 상관관계는 토조
실험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토조는 폭1.5m x 높이
1.5m x 길이1.5m x 두께0.2m의 콘크리트로 제작되
었으며 제작 후 설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연약지
반은 반복적인 시험에 대하여 저항성이 강하고 비교
적 균질한 모형지반 조성이 용이한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그림 2는 실험 과정에 대하여
순서도를 정리한 것인데, 실험 순서는 비교적 간단
하다. 토조를 설치하여 모형 지반을 조성하고, 헬리
컬 앵커 관입용 지그를 설치하여, 관입토크를 측정
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앵
커를 삽입한다. 자동으로 인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극한인발력을 구한다. 실험을 다
수행하고 나면 앵커를 지반에서 완전히 제거한 후
모형 지반을 교란하고 다짐도를 달리하여 지반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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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조성 후 위의 시험을 반복 수행한다.

[그림 3] 관입저항 토크에 따른 헬리컬 앵커의 극한인발저항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헬리컬 앵커의 극한 인발력을 관입
시 측정 되는 관입토크로부터 구하는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토조실험을 수행하고, 인발력을 결정함
에 있어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BS 방법 보다는 Davission방법에
의한 극한 인발력을 결정함이 관입과 동시에 극한인
발력을 결정할 수 있는 상관관계 도출에 더 나은 결
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모형 토조 단면 및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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