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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의 앵커볼트 일반 비파괴 검사법은 육안검사와 타음검사를 적용하고 있으나, 육안검사는 기초에 포함된 부분이나 너트 및 베이스

플레이트가 설치된 부분에서 앵커볼트의 부식이나 피로균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타음검사는 주변 환경과 개인차에 의한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결함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개발이 필요하

다. 국내 도로시설물 앵커볼트의 점검은 육안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량받침, 낙교방지시설 등의 앵커볼트 중요도가 높으므로 기

존 점검방법과 함께 비파괴검사 기술을 개발하여 앵커볼트의 예방정비를 통해 교량 수명연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은 앵커볼트의 비파괴검사를 수행함으로 도로시설물 앵커볼트의 선제적/능동적 유지관리가 가능한 기술

로 연구개발 및 실용화가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파괴 검사 기법 중 초음파탐상법(Ultrasonic test)을 적용하여 부식, 균열 등 앵커

볼트의 결함 검출 가능성 및 실뢰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검사 신뢰성 향상 원천기술 확보로 앵커볼트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유지관리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도로시설물, 앵커볼트, 결함 검출, 비파괴 검사, 현장 적용

ABSTRACT

The general non-destructive inspection method for anchor bolts in Korea applies visual inspection and hammering inspection, but it is 

difficult to check corrosion or fatigue cracks of anchor bolts in the part included in the foundation or in the part where the nut and base 

plate are installed. In reality, objective investigation is difficult because inspection is affected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non-destructive inspection technology that can quantitatively estimate these defects. 

Inspection of the anchor bolts of domestic road facilities is carried out by visual inspection, and since the importance of anchor bolts such 

as bridge bearings and fall prevention facilities is high, the life span of bridges is extended through preventive maintenance by developing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long with existing inspection method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is technology, non-destructive 

testing of anchor bolts is performed and as a technology capable of preemptive/active maintenance of anchor bolts for roa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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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use is urgently needed.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detecting defects in anchor bolts such as corrosion and cracks and 

reliability were experimentally verified by applying the ultrasonic test among non-destructive inspection techniques. When the 

technology development is complet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preemptive/active maintenance of anchor bolts by 

securing source technology for improving inspection reliability.

Keywords: Road facility, Anchor bolt, Damage detection, Non-destructive test, Field application

1. 서 론

교량은 지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천, 계곡, 바다, 강 등의 자연 지형으로 인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차량이

나, 보행자에게 편리한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대략 

37,000개 이상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량 시공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교량의 장대화와 통행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교량의 건설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MOLIT, 2022a, 2022b).

도로시설물의 경우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40년 이상 사용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1995년 성수대교의 붕괴 이후 노후 교량에 대한 대규모 개축과 2000년

을 전후하여 도로망이 확충되어 국내 도로 교량의 평균 수명은 높지 않은 편이며, 교량의 건설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용수

명이 20~30년 이상 되는 노후 교량의 수가 조만간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교량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온도의 변화에 따른 교량 상부구조의 수축과 팽창, 콘

크리트 재료의 재령에 따른 크리프, 건조수축 및 활하중에 의한 이동과 회전등의 변위 및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

물의 변형 시 발생하는 신축량을 흡수하기 위해 장치가 필요하다. 신축이음장치는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전달되는 응력을 

차단하고, 교량 표면의 평탄성을 유지 시키며, 차량의 주행성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장치이다(No and Lee, 

2014). 이러한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의 표면에 노출되어 해안가 등의 염해 등의 외부 환경요인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통행량

의 증가, 과속차량 혹은 과적 차량의 통행 등의 운행요인으로 인하여 훼손과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

2020년 1월부터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국내 노후 기반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유

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교량의 부재별 평균 수명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강교도장이 18.51년으로 가장 

길고, 배수시설과 교량받침의 경우 평균 수명이 각각 12.27, 12.57년으로 가장 짧았으며, 그다음으로 신축이음은 13.32년으

로 노후화된 교량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구조건전성 향상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 내 신축이음장치 돌출로 인하여 차량 수십 대의 타이어 파손 사고가 발생하였

고, 2020년 1월 부산 광안대교 상판 도로의 신축이음장치 일부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시설물 중 교량의 강핑거

형 신축이음장치의 앵커볼트 파손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고,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앵커볼트가 파손될 경우, 주행 중인 차량

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능동적 유지관리 기술 확보를 위한 비파괴 검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Yonhap News, 2018; The Korea Economic Daily, 2020). 

국내의 앵커볼트 일반 비파괴 검사법은 육안검사와 타음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육안검사의 경우 기초에 포함된 부분이나 

너트 및 베이스플레이트가 설치된 부분에서 앵커볼트의 부식이나 피로균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타음검사의 경우 주

변 환경과 개인차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결함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앵커볼트는 도로시설물뿐만 아니라, 건축구조물 및 기계설비, 플랜트 시설

물 등의 고정장치로 앵커볼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시장성 및 확장성이 매우 높다(Jun et al., 2003; Park et al., 

2005;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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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앵커볼트 결함 검사를 위한 비파괴 검사 방법(Ultrasonic) 

유도초음파(Guided Ultrasonic Wave)는 구조물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전파하는 초음파로서 종파와 

횡파가 구조물의 벽면 사이에서 수없이 반사되고 중첩되어 형성된다(Fig. 1 참조). 이때 유도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무한매질

을 진행하는 벌크파(Bulk Wave)와 달리 모드가 넓은 진동수 영역에 존재하며 대부분의 모드는 진동수와 벽면의 두께에 따

라 전파속도가 변화하는 분산 특성을 갖는다. 유도 초음파는 각각의 파동 모드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며 진행하므로 무한대

의 파동모드가 존재하며, 대상물(배관, 앵커볼트, 강봉 등)의 길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원주 방향과 두께 방향으로 간섭

이 일어난다. 유도 초음파로 가진된 구간에서 부식에 의한 앵커볼트 나 강연선의 균열 및 부식 부분이 있을때 초음파 전파속

도의 변화를 탐지하여 앵커볼트나 강연선의 부식 상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Kim, 2008; Ann et 

al., 2005; Ditri et al., 1992; Gazis, 1959; Graff, 1995; Park et al., 2005, Park et al., 2006, Rose, 1999). 

Fig. 1. Principle of guided ultrasonic wave (Kim, 2008)

미국의 경우 1983년 6월 Mianus River Bridge의 행거 핀 파손으로 인한 붕괴 사고 후, 교량의 행거 핀의 점검 및 상태 평가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도로의 표지판, 신호기, 조명구조물, 방음벽과 토목, 건축구조물의 콘크리트 기초에 부착을 위해 사

용되는 앵커볼트의 파손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앵커볼트의 건전성 평가 기술의 대두 되었다.

미국 연방 도로관리국(FHWA)에서는 교량의 행거 핀과 도로시설물의 앵커볼트에 대한 비파괴 검사(UT) 시 앵커볼트의 

매입 깊이, 균열, 기타결함의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AASHTO Bridge Element Inspection Guide Manual에서 앵

커볼트의 깊이에 대한 균열 또는 손상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ASHTO, 2010; FHWA, 2004).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초음파 펄스반사법에 의한 앵커볼트 길이 측정요령(2003년 11월)을 재정하여 기설치된 교

대 및 교각에 낙교방지장치 등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된 앵커볼트의 길이(전체길이 1 m 이하)를 초음파 펄스 반사법의 직접접

촉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중앙연구소에서는 노후화가 진행 중인 원자력 · 화력 발전소에서는 

피로균열이 발생한 앵커볼트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구조물이나 설비 앵커볼트의 나사산부는 지진하중에 의해 균열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초볼트에 대한 초음파탐상법의 개발(2015년 4월)”을 통하여 원자력 · 화력 발전소의 구조물이나 설

비 앵커볼트의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펄스반사법과 위상배열초음파법의 경우, 펄스반사법적용시 인공 결함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은 부식 결함의 경우 굴절파나 난반사파에 의해 Echo의 형상이 복잡한 반면에, 균열의 경우 굴절파나 난반사파가 부식

에 비해 적어 Echo의 형상이 단순한 경향을 가진다. 이와 같은 Echo의 형상은 시험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므로, 현장 적용

성을 고려하기 위해 실내 실험 및 현장 실험을 통하여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위상배열초음파법의 경우 검측을 위한 Probe 및 

데이터 기록을 위한 Encoder가 추가로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10 MHz (가로 16 mm, 세로 23 mm, 높이 20 mm), 5 MHz 

(가로 23 mm, 세로 25 mm, 높이 20 mm) Prob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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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앵커볼트 결함 검사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체 제작

비파괴 검사(UT) 적용 앵커볼트 결함 검출 성능 검증을 위하여 도로시설물에 많이 적용하는 M24를 선정하였다. Nut의 

경우 KS 및 JIS 기준을 적용하였고, Washer는 원형이 아닌 사각형 와셔로 KS 및 JIS기준을 적용하였다. 시험체로 I형 앵커

볼트를 적용하였는데, 해외에서 부식 및 피로균열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앵커볼트 상단에서 50~150 mm 구간이며, 이 영

역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통한 앵커볼트의 결함 검출 성능 실험은 앵커볼트의 형상(I, L, J형)과 상관이 없으므로 Table 1

과 같이 I형으로 선정하였다. 앵커볼트의 결함은 종류 및 크기, 위치에 따라 Fig. 2 및 Fig. 3과 같이 인공적으로 인가하여 제

작하였다.

Table 1. Experiment specimen for anchor bolt damage detection

Diameter Shape Length
Damage type

Qt. Note
No Corrosion Crack

M24 I-type 300 mm 2 9 8 19
Corrosion : 3 types

Crack : 4 types

(a) Corrosion on thread part (b) Corrosion on main body part (c) Corrosion on both parts

Fig. 2. Anchor bolt specimens for corrosion

Fig. 3. Anchor bolt specimens for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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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결함을 인가한 앵커볼트 결함 실험편은 현장 조건과 유사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콘크리트에 결함 부위

를 매립시켜 제작하였다. 인공부식 및 인공결함을 부여한 앵커볼트가 매립된 콘크리트 실험체를 대상으로 펄스반사법(이하 

UT)과 위상배열초음파검사법(이하 PAUT)을 사용하여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Fig. 4. Damaged anchor bolt specimen specifications installed in concrete

4. 앵커볼트 결함 검사 성능 검증 실험

콘크리트 매립 앵커볼트 손상 실험체를 UT와 PAUT로 결할 검출 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세 실험체 리스트 및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나사산 전체 부식의 경우 PAUT는 결함의 시점과 종점 및 부식이 전체인지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UT는 결함의 신호는 검출되나, 부식의 단면방향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교적 정확한 결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므로 나사산 전체 부식의 경우 UT 보다는 B Scan을 이용한 PAUT가 좀더 정확하게 부식된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

므로 신뢰성이 높다. 

본체 전체 부식의 경우 UT와 PAUT 모두 부식의 깊이가 2.0 mm에 대해서는 검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부

식깊이가 3.0, 5.0, 8.0 mm인 시험편에 대해서는 두 방법 모두 결함 신호를 확인하였다. 두 비파괴 검사방법 모두 결함의 신

호는 검출되며, 부식의 단면방향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교적 정확한 결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사산 및 본체 부분 부식(복합 결함)의 경우 UT와 PAUT 모두 나사산 부식은 확인할 수 있으나, 본체 부식은 8.0 mm만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비파괴 검사방법 모두 결함의 신호는 검출되며, 부식의 단면방향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교적 정확한 결

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앵커볼트 부식 결함 검사 결과 중 부식 깊이 3.0 mm 실험체에 대하여 Fig. 5와 Fig. 6에 제시하였다. 부식의 경우 UT 및 

PAUT 모두 부식 위치와 관계없이 검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무에서는 UT와 PAUT 모두 다 결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좀더 활용이 간편한 UT를 활용하여 결함 여부 판단에 활용하고, 확인된 결함의 경우에 대하여 PAUT를 활용하여 

결함 크기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 J Korean Soc Disaster Secur Vol. 15, No. 4, December 2022

Table 2. Blind test results

No. Damage type
Damage 

location

Damage 

Depth (mm)

Damage size 

(from start to end longitudinally) location 
Detection Note

Actual (mm)
Test results (mm)

Pulse UT PAUT

1

Corrosion

Thread

Overall 33.0~63.0 77.8 32.9 ○

2 3.0 30.0~70.0 92.2 31.7 ○

3 5.0 30.0~70.0 70.7 32.5 ○

4 8.0 30.0~70.0 50.6
33.2

52.6
○

5

Main body

3.0 69.5~109.5 130.8 N/A ○

6 5.0 69.5~109.5 109.0 110.3 ○

7 8.0 69.5~109.5 89.8 90.6 ○

8

Thread

+ 

Main body

Overall
30.0~63.0

40.0~103.0
64.2 32.6 ○

9 3.0
30.0~70.0

40.0~103.0
60.5 34.4 ○

10 5.0
30.0~70.0

69.5~109.5
61.2 34.0 ○

11 8.0
30.0~70.0

69.5~109.5

72.6

111.2

33.6

74.4
○

12

Crack

Thread

2.0 55.0 N/A N/A X Detection fail

13 3.0 55.0 55.8 55.9 ○

14 5.0 55.0 54.1 55.5 ○

15 7.0 55.0 54.2 55.2 ○

16

Main body

2.0 80.0 N/A N/A X Detection fail

17 3.0 80.0 79.5 80.7 ○

18 5.0 80.0 78.8 81.2 ○

19 7.0 80.0 80.1 81.1 ○

(a) No. 2 specimen (b) No. 5 specimen (c) No. 9 specimen

Fig. 5. Test results for corrosion with depth of 3.0 mm using pulse echo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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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2 specimen (b) No. 5 specimen (c) No. 9 specimen

Fig. 6. Test results for corrosion with depth of 3.0 mm using PAUT technique

앵커볼트 균열 결함 검사 결과 중 부식 깊이 2.0 mm 및 7.0 mm 실험체에 대하여 Fig. 7 와 Fig. 8에 제시하였다. 앵커볼트 

균열 검사 결과 중 결함 깊이 2.0 mm 미만 실험체(Fig. 7(a) 및 Fig. 8(a))에서는 UT와 PAUT 모두 검출하지 못하였으며, 3.0 

mm 이상(Fig. 7(b) 및 Fig. 8(b))에서는 검출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균열의 위치는 검출할 수 있지만 크기

(깊이)는 검출할 수 없었다. 실무에서는 UT을 적용하고, 균열이 발견되면 보다 정량적으로 균열 검출할 수 있는 추가 기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No. 12 specimen (b) No. 15 specimen

Fig. 7. Test results for crack using pulse echo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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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12 specimen (b) No. 15 specimen

Fig. 8. Test results for crack using PAUT techniqu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시설물에 적용되는 앵커볼트의 결함 검출을 위하여 비파괴 검사 방법 중 초음파 탐상법(Ultrasonic 

Test)을 적용하여 검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앵커볼트의 결함은 부식과 균열을 고려하였으며, 실재 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매립하여 초음파 탐상법 중 펄스 반사법(UT)과 위상배열초음파법(PAUT)을 적용하여 결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앵커볼트의 결함 검출 성능 검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나사산 전체 부식의 경우 PAUT는 결함의 시점과 종점 및 부식이 전체인지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UT으로는 결

함의 신호는 검출되나, 부식의 단면방향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교적 정확한 결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사산 전체 부식의 경우 UT 보다는 B Scan을 이용한 PAUT의 결과는 부식된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뢰

성이 높다.

(2) 본체 전체 부식의 경우 UT과 PAUT 모두 부식의 깊이가 2.0 mm에 대해서는 검출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부식깊이가 3.0, 5.0, 8.0 mm인 시험편에 대해서는 두 방법 모두 결함 신호를 확인하였다. 두 비파괴검사방법 모두 결

함의 신호는 검출되나, 부식의 단면방향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교적 정확한 결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나사산 및 본체 부분 부식(복합 결함)의 경우 UT과 PAUT 모두 나사산 부식은 확인할 수 있으나, 본체 부식은 8.0 mm

만 확인 가능하였다. 두 비파괴검사방법 모두 결함의 신호는 검출되나, 부식의 단면방향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교적 정

확한 결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나사산 균열의 경우 UT 및 PAUT로 균열결함을 측정한 결과, 균열깊이 2.0 mm를 제외하고 3.0, 5.0, 7.0 mm 균열결함

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되었다. 균열의 경우 UT 보다는 B Scan을 이용한 PAUT의 결과는 균열의 위치 및 크기를 확

실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

(5) 본체 균열의 경우 UT 및 PAUT로 균열결함을 측정한 결과, 균열깊이 2.0 mm를 제외하고 3.0, 5.0, 7.0 mm 균열 결함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되었다. 균열의 경우 UT 보다는 B Scan을 이용한 PAUT의 결과는 균열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 

(6) 나사산과 본체에서 2.0 mm 미만의 균열깊이의 경우 탐지를 못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PAUT에 사용된 Probe는 10 

MHz와 5 MHz이며, 다양한 대역(0.5 MHz ~ 18 MHz)의 Probe를 활용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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