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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struction equipment such as tower crane should be installed in a field without appropriate anchorage to cause a collapse of 
crane. The anchorage capacity can be varied with Anchor length, concrete strength, anchor diameter, hooked or non hooked .these 
variables will be made and tested in the study. It is shown what anchorage capacity will be more effective case by case. Hooked and 
non-hooked rebar anchor concrete weight with dia 22mm rebar are shown with initial displacement at 170~220KN of hooked case and 
200~210KN of non-hooked one which are linearly increased, without any ductility behavior with almost brittleness. Three(3) same test 
pieces are almost similarly behaviored without relation to hooked or non-hooked cases. It is found out that the bigger diameter of rebar 
becomes, the more resistant capacity could be made, but conversely ductility against sudden collapse similar to brittleness becomes the 
more insufficient. It is also found out that dia 16mm rebar could be more effectively applied to heavy support weight at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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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워 크레인 등 건설 장비는 적절한 앵커리지로 크

레인의 붕괴를 일으키지 않고 필드에 설치되어야 한다.
앵커 길이, 콘크리트 강도, 앵커 지름, 갈고리 또는 

갈고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현장에 적정

설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어떤 앵커리지가 더 효과적인지 사례별로 실험하여 

표를 작성하고 조건별로 유효한 인자들을 제시하고 현

장에서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붕괴사고를 예방하

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겠다.
타워크레인 지지를 위해 아파트 구조물에 구멍을 내

어 대형 와이어 로프로 고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레 

매듭에 인발되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들판에 크레인이 세워지고 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한 지지 와이어 정착은 매우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가설시설로 대체되어 붕괴사고 등 위험이 존

재하고 있다.
이들 지지 와이어를 앵커 하는 앵커가 매입된 콘크

리트 무게추가 땅속에 매입되어 인장력에 저항하는 앵

커체가 뽑히지 않고(인발되지 않고) 저항하는, 즉 부착

되고 있는 다양한 조건별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타워크레인 지지뿐만 아니라 건설현

장에서 여러 용도로 지중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놓고 

여기에 앵커된 철근 등에 후크를 두어 여러 목적으로 

지지하는 조건들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붕괴를 예방하

고 구조적 지식 없이도 현장에서 용이하게 바로 적응

하는 지침 등을 제시하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 하겠다.

2. 연구방법

2.1 연구계획

부착강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

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압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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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eld condition of supporting tower crane with guy wire.

도가 클수록 부착강도의 증가율은 낮아지며 압축강도

가 35MPa이상에서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는 

충분한 부착강도가 필요하다. 부착의 정도를 부착강도

라고 한다. 부착강도는 철근의 종류 및 지름, 콘크리트 

중의 철근의 위치 및 방향, 묻힌 길이, 콘크리트의 피

복두께,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따라 변화한다. 부착강

도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발시험(pull-out test)방법으로 

채용한다. 이 방법은 콘크리트 중에 매설한 철근에 인

장력을 주어 콘크리트에 대한 철근의 미끄러지는 양을 

측정하여, 인장력과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하중과 

어느 미끄러진 양에 대한 하중 또는 최대하중 때의 부

착응력으로서 부착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착강도

는 부착응력이 철근의 표면에 일정하게 분포한다고 가

정한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인 설계기준

강도를 건설현장에서 앵커물 지지용 중량체에 21 MPa용 

Fig. 2. Details of test pieces-Variables No. 1, 2, 3.

Fig. 3. Details of test pieces-Variables No. 4, 5, 6.

Fig. 4. Details of test pieces-Variables No. 7, 8, 9.

콘크리트 강도를 기본으로 고려하여 시험체를 Fig. 2, 3, 
4와 같이 계획하였다.

Fig. 2는 ∅13,16,22 mm 후크형 실험체 제작용에 해

당된다. 
Fig. 3은 직경13, 16, 22 mm 비후크형 철근 직경별 

실험체 제작용에 해당된다. 
Fig. 4는 후크형이지만 피복두께가 37 mm인 실험체 

제작용에 해당된다.

2.2 실험계획

가이 와이어(Guy wire)를 현장에 건립된 크레인 지

지를 위한 콘크리트 무게 추에 앵커 시키는 조건으로 

유사 모형을 제작하여 구조적 실험으로 매입 앵커된 

앵커체의 인발 내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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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piece-making plan

Name Size The number of test pieces

Variables
20cm*
20cm*
47cm 

P1 P2 P3

1
Hooked

D13
H-21-D13-1(1)

20cm*
20cm*
47cm

1 2 3

2
Hooked

D16
H-21-D16-1(4)

20cm*
20cm*
47cm

4 5 6

3
Hooked

D22
H-21-D22-4(7)

20cm*
20cm*
47cm

7 8 9

4
Nonhooked

D13
NH-21-D13-1(10)

20cm*
20cm*
47cm

10 11 12

5
Nonhooked

D16
NH-21-D16-2(13)

20cm*
20cm*
47cm

13 14 15

6
Nonhooked

D22
NH-21-D22-1(16)

20cm*
20cm*
47cm

16 17 18

7
Hooked

D13
H-21-D13-1(19)

20cm*
20cm*
47cm

19 20 21

8
Hooked

D16
H-21-D16-1(22)

20cm*
20cm*
47cm

22 23 24

9
Hooked

D22
H-21-D22-1(25)

20cm*
20cm*
47cm

25 26 27

실험체 크기는 실험장비의 조건을 고려하여 20 ㎝ ⅹ 
20 ㎝ ⅹ 47 ㎝로 하였다. 매입 철근(강재)의 길이, 후크형

태, 직경별 에 따른 변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21 MPa을 기본으로 하여, 같은 조건에서 앵커유형

별, 매입 철근 직경별, 내력 과 파괴 양상을 조사하고

자 하였다.
변형게이지는 실험체마다 콘크리트에 1개, 부착하는 

것으로 하였다. 
앵커의 매입 길이별로 45 ㎝, 30 ㎝, 2가지로 구분하여 

매입길이에 따른 부착성능을 측정코자 하였다.(Table 2, 3)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concrete unit: kg/㎠

Concrete 
design 

strength

Mold size age 1 2 3 average

dia. 
10*20

7days 22.43 25.09 28.31 25.28

28days 27.14 32.48 37.28 32.3

*temperature, with 20℃ ±2, in water tank
*constantly curing in water tank in summer season
*section ratio of rebar 




 ×


× 




 ×


× 




 ×


× 

Table 3. Section ratio of rebar in concrete section

Section ratio of rebar

H-D13 1.267 (nominal)

H-D16 1.986 (nominal)

H-D22 3.871 (nominal)

NH-D13 1.267 (nominal)

NH-D16 1.986 (nominal)

NH-D22 3.871 (nominal)

건설현장에서 와이어로프 안전을 ‘5’를 기본으로 하

는바와 같이,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고려할 때, 탄
성설계법에 의한 안전성검토가 설정공식이 비교적 단

순하여 현재 극한강도 설계법으로 변경되었을지라도, 
안전율은 보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건설현장의 여건

상 가설공사에 적용성이 높고 효율적인 장점을 이용하

여, 다음공식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다.

∙∙


단 인장력에의한부착력
 매입정착철근직경
  정착길이
  부착응력도 

이 경우 허용부착응력도 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21 MPa일 때 이형철근의 경우 허용 부착응력도는 14 kg/cm2

로 기준 되어 있다.

사용 장비의 제원은 Table 4, 5에 나타내었고. 구조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체 세팅계획 및 세팅상황은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 Setting diagram of test piece.

Table 4. Equipment sources used for the test

Equipments Size
UTM ±200tf

Displacement gauge ±25mm
Data logger 32ch
Manufacturer Remarks

Daeyoung DYHJ-2000
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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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rm work for test pieces.

Table 5. Details of test pieces

Test piece Size
test piece

The number of each 
variable

Average
strength 

210Var. name P1 P2 P3

1 Hooked
D13

20㎝ ⅹ 20㎝ 
ⅹ 47㎝ 73 63 74 70.00

2 Hooked
D16

20㎝ ⅹ 20㎝ 
ⅹ 47㎝ 134 125 125 128.00

3 Hooked
D22

20㎝ ⅹ 20㎝ 
ⅹ 47㎝ 248 240 270 252.67

4 NonhookedD13 20㎝ ⅹ 20㎝ 
ⅹ 47㎝ 74 75 69 72.67

5 NonhookedD16 20㎝ ⅹ 20㎝ 
ⅹ 47㎝ 127 125 125 125.67

6 NonhookedD22 20㎝ ⅹ 20㎝ 
ⅹ 47㎝ 240 265 255 253.33

7 Hooked
D13

20㎝ ⅹ 20㎝ 
ⅹ 47㎝ 78 77 73 76.00

8 Hooked
D16

20㎝ ⅹ 20㎝ 
ⅹ 47㎝ 119 123 125 122.33

9 Hooked
D22

20㎝ ⅹ 20㎝ 
ⅹ 47㎝ 275 250 260 261.67

*Three pieces of each variable have been made, by each diameter and 
hook type of re-bar.

3. 실험결과

변수당 3개씩 실험체를 테스트하여 결과가 유사한 2
개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콘크리트 하중-변형, 그래프

를 제작하여 해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7의 H-21-D13-1(1) 결과에서 급격한 하중 증가에 

변위가 발생 시작하여 52 kN에서부터 적은 하중증가폭

에도 지속적 변위 증가가 발생되었다. H-21-D16-1(4) 결
과에서 하중증가에 따라 변형도 증가되면서 136 kN부터

는 철근 하중-변형 양상을 보이며 하중영향이 급격의 전

달되고 바로 파괴되었다.

Fig. 7. H-21-D13-1(1) & H-21-D16-1(4) load-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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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21-D13-1(1) load-deformation(re bar).

Fig. 8의 결과에서 50 kN부터 하중이 소폭 증가되면

서 변형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다가 철근이 먼저 절단되

면서 하중 가력이 중단되어 변형은 순간적으로 원상으

로 회귀하다가 정지되었다.
Fig. 9의 H-21-D16-1(4) 결과에서 거의 1차적인 하중-

변형 양상을 보이며 하중 영향이 급격히 증대 되었다. 
H-21-D22-4(7) 결과에서 265 kN에서는 철근 먼저 파단 

되어 지속적 증가되던 콘크리트 변형이 회귀되면서 감

소되었고 정지되었다.

Fig. 9 . H-21-D16-1(4) & H-21-D22-4(7)load-deformation 
(concrete).

Fig. 10. H-21-D22-4(7) load-displacement.

Fig. 10의 결과에서 하중증가에 따라 변위가 증가되

다가 220 kN에서는 적은 하중 증가에도 변위는 지속적

으로 증가되었다.
Fig. 11의 NH-21-D13-1(10) 결과에서 일반콘크리트 

하중-변위 양상을 58 MPa부터는 적은하중 증가 폭에

도 큰 폭의 변위 증가를 나타냈다. NH-21-D16-2(13) 결
과에서 보통 콘크리트 하중-변형커브와 유사한 하중-
변위 커브임을 나타냈다.

Fig. 12의 결과에서 77 kN에서 콘크리트 변형이 최대로 

발생되었으나 철근먼저 절단으로 그 이후 감소되었다.

Fig. 11. NH-21-D13-1(10) & NH-21-D16-2(13) load-displacement.

Fig. 12. NH-21-D13-1(10) load-deformation(concrete). 

Fig. 13. NH-21-D22-1(16) load-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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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의 결과에서 240 MPa에서부터 적은하중 증가

폭에도 변위가 지속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Fig. 14의 결과에서 245 kN에서 최대하중시의 최대

변형을 나타냈고, 철근절단 후 감소되면서 정지되었다.
Fig. 15의 결과에서 급격한 하중 증가에 변위가 발생 

시작하여 58 kN에서부터 적은 하중증가폭에도 지속적 

변위 증가가 발생되었다.

Fig. 14. NH-21-D22-1(16) load-deformation(concrete).

Fig. 15. H-21-D13-1(19) load-displacement.

Fig. 16. H-21-D16-1(22) & H-21-D22-1(25) load-displacement.

Fig. 17. H-21-D22-1(25) load-deformation(re bar).

Fig. 18. H-21-D22-1(25) after testing.

Fig. 16의 H-21-D16-1(22) 결과에서 하중증가에 따라 

변형도 증가되면서 93 kN부터는 철근 하중-변형 양상

을 보이며 하중영행이 규격의 전달되고 바로 파괴되었

다. H-21-D22-1(25) 결과에서 하중증가에 따라 변위 도

한 같은 증가폭으로 많이 발생되었고 200 kN부터는 하

중증가는 소폭이었음에도 변위는 증대되면서 급격히 

파괴되었다.
Fig. 17의 결과에서 248 kN에서 콘크리트 최대내력

을 나타냈고, 그 후 파괴되면서 철근변형이 감소하면

서 정지되었다.
Fig. 18의 결과에서 매입 철근의 앵커력과 콘크리트

의 부착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제시해주었다.

4. 실험결과 분석

1) 직경 13 mm를 후크 정착 시에는 50 kN(48-58 kN) 
이상에서 지속적인 변형증가로 연성을 갖는 변위현상

을 63 MPa에서 뚜렷하게 나타냈고 동종 3개 실험체에

서 최대 73 MPa인 실험체와 비교하여 13% 최대강도 

차이에서 연성은 16%(11/13) 증가되었다.



콘크리트 구조체 매입 철근의 직경 및 유형별 앵커력 측정실험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29권 제5호, 2014년 73

2) 직경 16 mm에서 하중 증가에 따라 변위도 증가

되는 전형적 양상을 동일조건 3개 중 2개가 나타냈고, 
98 kN까지는 1차식 형태의 하중 변위곡선이 만들어졌

으나, 그 이후 하중에서부터는 철근의 전형적인 하중 

변형곡선 현상을 보이면서 하중은 최대 125 kN까지 저

항되면서 전형적인 연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X축 변위량은 16 mm과 15 mm로써, 3
개 중 2개가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3) 직경 22 m에서는, 동일 조건 실험체 3개가 모두 

유사한 하중 변위거동을 보였다. 170 kN, 220 kN, 230 
kN까지는 하중 증가에 따라 변위도 증가되는 전형적

인 1차식 그래프를 만들고 있지만 200 kN 이후부터는 

하중은 30-50%(최대 270 kN)까지 파괴되지 않고 변위

가 증대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때의 증대비율이 유

사한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직경 22 mm에서는 연성양상이 나타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직경 13 mm를 비후크 정착 시에는, 동일조건 3개 

실험체 하중 변위곡선 모두가 53, 57, 58 kN까지는 규

격한 하중 증가에 적은 변위이지만, 그 후부터는 소폭 

하중 증가에도 큰 폭의 변형이 발생하는 양상을 나타

내었다. 최대하중 75(69-75) kN에서 파괴되는 변위였지

만, 이 중 2개 실험체는 최대 하중 57 kN에서, 최대범

위 12를 나타내었다.
5) 직경 16 mm에서는 동일조건 3개 실험체 모두가 

95 MPa까지는 급격한 하중 증가에도 적은 변위가 발

생했지만, 3개 실험체 모두 최대 하중 125 MPa까지 적

은 하중증가 폭에도 X축 변위는 큰 폭으로 최대 17-19
까지 2개 실험체가 연성을 보이면서 거동하였다.

6) 직경 22 mm에서는 동일조건 3개 실험체 모두가 

유사한 하중-변위곡선 양상을 보였고, 200-210 kN까지

는 하중 증가에 따라 변위도 증가하는 1차식 곡선을 

나타냈으나, 그 이후 하중부터는 소폭 하주증가에도 

변위는 큰 폭으로 증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들 변위는 약 9(8.7) mm-12(12.5) mm 범위에서 거

의 유사한 범위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연성양상은 동종 3개 실험체 모두 발생되지 

않고 취성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후크조건과 비후크조건에 대해 D13 mm의 경우 

최대하중은 73 Mpa와 75 Mpa로 유사하지만 연성을 갖

는 변위 현상 시작됨은 후크부분이 비후크에 비해 57 
kN에서 63 kN으로 약 12% 증대된 것으로 후크 부분의 

연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2) 후크 없이 개입하여 앵커 시키는 조건에서는 125 

Mpa에서도 연성이 발생된 D16 mm 철근 사용조건이 

내력은 있지만 연성이 부족한 D22 mm 조건보다 연성

비율이 높아 권장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철근 단면적 비율이 D22 mm에 비해 약 50%인 

철근 직경 D16 mm에서는 D22 mm에 비해 낮은 비율

이지만 연성비율은 D16 mm 경우가 더 큰 값을 유지하

여 연성력 구조대응이 필요시 적용이 권장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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