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10 -

～

고장력 경강선을 적용한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 및 경제성 평가

Assessment of Performance and Cost-Effectiveness for the Rockfall

Protection Fence Using a High Carbon Steel Wire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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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In Korea, more than 70% of the territory consists of mountains. Therefore, the construction
of roads and railways has generally involved with a steep rock slope in which the event of rockfalls are
often occurred due to the weathered rock conditions and rainfalls etc. This is dangerous when the rock falls
into the road and railway on which vehicles and trains are running. In order to prevent such rockfalls, the
rockfall protection fence consisting of post, wire rope, and PVC coating steel net has most used at the bottom
of rock slopes. In a general practice, an absorbing rockfall energy, 50kJ is specifi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owever, questions still remain about whether the rockfall protection fence
works effectively or not. In this study, a typical wire rope used in the standard rockfall protection fence was
replaced by the high carbon steel wire rod and to validate its capacity of rockfall energy absorbing the field
rockfall tests were conducted. The testing results show that a new rockfall protection fence using the high
carbon steel wire rods can absorb the rockfall energy more than 50kJ and 20% of construction cost was
saved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rockfall protection fence.

Key words : rock slopes, rockfall energy, rockfall protection fence, wire ropes, high carbon steel
wire rod, field rockfall tests

서 론1.

산지가 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지형 특성상 도로 및 철도 건설을 위해 경사가 급한 비탈면을 형성하는70%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암반의 자연적인 풍화와 더불어 강우로 인해 크고 작은 낙석이 공용중인 도로나 철도

로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되는 낙석방지울타리는 지주.

와 와이어로프 능형철망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낙석으로 인한 흡수에너지를 을 기준으로 하, PVC 50kJ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석방지울타리가 실제 낙석 발생 시 큰 파손 없이 낙석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의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와이어로프를 고장력 경강선재

로 대체하고 낙석에 대한 흡수에너지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직낙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수직낙하시험.

결과 흡수에너지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도 기존 낙석방지울타리 대비 약, 50kJ

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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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형 경강선 적용 낙석방지울타리2.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 개발2.1

직경 인 고장력 경강선을 기존 낙석방지울타리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 에8mm 1φ

서 보는 바와 같이 끝단부가 나사선으로 이루어진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 을 고안했다 볼트의 피치 및“ ” .

아연도금 등을 고려하여 고강도 경강선의 최종 직경을 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피치부분의 길9.120mm . ,φ

이는 이며 간격은 로 단부지주에서의 쉽고 간편한 체결을 위해 고장력 너트 지름50mm 1.5mm ( 10mm,φ

를 사용한다 참고로 고장력 경강선 소재 특성에 대해서는M10) . 이용주 등(2008)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

다.

고장력 경강선 Ø9.120mm (SWRH 82B)

Bolt 구간 Bolt 구간

50mm 50mm

1. 9,100mm (표준구간)
2. 9,250mm (단부구간)
3. 6,150mm (단부구간)
4. 3,150mm (단부구간)

VAR (구간 기준)

그림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1. 9.120mmφ

기존의 낙석방지울타리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이어로프가 총 단으로 하단부의 로프 간격2 12

이 이며 단부지주는 각형강관으로 수직재와 사보강재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구간은 중간지주인200mm .

형강을 중심으로 높이 폭 로 낙석으로 인한 로프 사이의 이격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 간격유지H 3m, 3m

장치를 설치한다.

그림 와이어로프 총 단 낙석방지울타리2. 12

본 연구를 위해 고안한 볼트형 고강도 경강선 단 적용 낙석방지울타리는 그림 와 같으며 이와 관련12 3(a)

단부지주에서의 체결 상세는 그림 와 같다 기존 낙석방지책과의 차이점은 인 와이어로프를3(b) . 20mmφ φ

인 볼트형 고강도 경강선으로 대체하였고 단부지주 구성에 있어 각형강관의 사보강재를 사용하지9.120mm

않고 수직재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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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형 고강도 경강선 단 낙석방지울타리 단부지주에서 체결사양(a) 12 (b)

그림 볼트형 고강도 경강선 적용 낙석방지울타리3.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과 경강선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경4 φ

길이 인 일반강을 사용한 커플링 너트 를 고안하였다10mm, 50mm “ ” .

그림 고장력 경강선 이음을 위한 커플링 너트4.

단부지주 체결부 성능 평가2.2

기존 와이어로프의 경우 단부지주에서의 체결은 통상 가지 방법이 널리 사용되는데 국도의 경우는2 ,

소켓에 의한 체결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낙석방지울타리는 형 클립과 연결고리Splice , U

장치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체결방식과 고안한 체결방식에 대해 인장실험을 각각.

수행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인장실험을 위한 각각의 시험체는 그림 와 같다 국도용 은 총. 5 . Splice

회 고속도로 형 클립은 총 회 너트에 의한 체결은 총 회로 일반너트에 대해 회 싱글 및 더블너2 , U 2 , 4 2 (

트 고장력 너트에 대해 회 싱글 및 더블너트 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고로 너트에 의한 체결은), 2 ( ) .

단부지주가 각형강관이 아닌 일반 형강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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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형 클립 체결 고장력 너트 체결(a) Splice (b) U (c)

그림 인장실험을 위한 체결부 시험체5.

각각의 체결부에 대한 인장실험 결과 국도용 체결은 최대 파단하중이 로 나타, Splice 4.08~4.38tonf

났으며 주로 자체에서 파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의 체결성능은 자체 품질에 크게 의존된다Splice . Splice

고 할 수 있다 체결의 파괴 과정은 그림 과 같다. Splice 6 .

그림 체결부 파괴 과정6. Splice

최근 체결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되는 고속도로용 형 클립에 의한 체결부는 최대Splice U

하중이 로 주로 형 클립에서 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빠지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러4.12~7.32tonf U Slip .

한 체결부는 형 클립의 조임 정도에 따라 그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 그림 은 형 클립이 풀리는 과U . 7 U

정이다 한편 일반 너트에 의한 고장력 경강선 체결은 싱글너트가 더블너트가 로 나. 5.44tonf, 7.64tonf

타났으며 고장력 너트의 경우는 싱글너트 체결이 그림 참조 더블너트 체결이 로5.80tonf( 8 ), 8.40tonf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존의 체결부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그림 에서 보듯이 최대하중의. 8

작용으로 인한 파괴형태는 체결부가 아니라 경강선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고속도로용 형 클. U

립의 평균 최대하중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고장력 싱글너트로 적용이 가능하다5.72ton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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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형 클립이 풀리는 과정7. U

하중 변위 관계 파괴 형태(a) - (b)

그림 고장력 싱글너트 인장실험 결과8.

국내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 평가3.

낙석 흡수가능에너지 계산3.1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한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 2006 에 나타나 있으)

며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가능에너지은 식 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표준화된 낙석방지울타리는, (1) .

의 에너지흡수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50kJ .

개발사양 Single 고장력Nut 체결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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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ER 와이어로프의 흡수에너지: , EP 지주의 흡수에너지: , EN 철망의 흡수에너지:

김경석 등(2005)에 의하면 위의 식 은 지주 와이어로프 철망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낙석방지시스템(1) - -

에 대해서만 성능을 평가하며 다른 형태의 낙석방지시스템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렵다고 보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로프 대신에 고장력 경강선을 대체하여 사용하므로 기존 와이어로프에 대

해 필요한 입력변수를 고장력 경강선에 맞게 수정하여 입력하면 된다 한편 흡수가능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주가 로프에 앞서 먼저 항복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

는 로프가 지주에 앞서 항복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계산방법은. 김남호 등(2002)에 의해 잘

소개되어 있다.

낙석시험 방법의 선정3.2

현장에서 적용되는 낙석방지책에 대한 시험법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일관된 평가결과를 제시해야

하므로 현실적 시험의 반복성 시험조건조정(1) (conformity with reality), (2) (reproductibility), (3)

비용 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condition control), (4) (cost)

하는 가장 작정한 방법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직낙하시험이다1 (김경석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수직낙하시험을 선정하여 새로이 개발된 낙석방지울타리 시스템에 대해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표 다양한 낙석흡수에너지 성능평가 방법 비교1. (김경석 등, 2005)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의 수직낙하시험3.3

기존 도로공사 표준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해서 실시한 수직낙하시험 결과는 표 와 같다 한국시설안전2 (

기술공단, 2005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직낙하시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2

도로공사 기준으로 단부지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초점을 두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적.

으로 낙석에너지 에 대해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단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50kJ

좌 우측 지주의 변형량이 작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중앙부에서의 처짐량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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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부의 유무에 따라 지주의 변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한 낙석흡수에너지 시험 결과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5)

기술종류
Test 
No.

낙석
중량
(t)

낙하
높이
(m)

낙하
위치

낙석
에너지

(kJ)

최대
인장

(LoadCell)

변형량(cm)

중앙부처짐
좌측지주 우측지주

우 처짐 좌 처짐

건설교통부 기준

1 0.4 12.5 중간 50.0 (지면충돌)

2 0.4 12.5 중간 50.0 (지면충돌)

3 0.1 12.5 중간 12.5 (지면충돌)

한국

도로공사기준

(단부無)

1 0.4 12.5 하부 50.0 484(1) 153 79 38 85 42

2 0.4 12.5 하부 50.0 417(1) 167 110 57 108 50

3 0.25 20.0 중간 50.0 424(2) 182 102 54 110 47

4 0.4 20.0 중간 80.0 524(2) 140 146 45 136 52

한국도로공사기준

(단부有)
1 0.4 12.5 중간 50.0 608(2) 148 40 45

한국도로공사기준

( 無단부 , 無철망 )
1 0.4 12.5 지주 50.0 289(3) 75 1 2 3 2

지주성능평가

1 0.25 20 지주 50.0 좌측으로 134cm, 처짐 250cm

2 0.4 6.25 지주 25.0 우측으로 49cm, 처짐 76cm

3 0.25 10 지주 25.0 좌측으로 55cm, 처짐 77cm

4 0.4 12.5 지주 50.0 우측으로 55cm, 처짐 117cm

기술종류
Test 
No.

낙석
중량
(t)

낙하
높이
(m)

낙하
위치

낙석
에너지

(kJ)

최대
인장

(LoadCell)

변형량(cm)

중앙부처짐
좌측지주 우측지주

우 처짐 좌 처짐

건설교통부 기준

1 0.4 12.5 중간 50.0 (지면충돌)

2 0.4 12.5 중간 50.0 (지면충돌)

3 0.1 12.5 중간 12.5 (지면충돌)

한국

도로공사기준

(단부無)

1 0.4 12.5 하부 50.0 484(1) 153 79 38 85 42

2 0.4 12.5 하부 50.0 417(1) 167 110 57 108 50

3 0.25 20.0 중간 50.0 424(2) 182 102 54 110 47

4 0.4 20.0 중간 80.0 524(2) 140 146 45 136 52

한국도로공사기준

(단부有)
1 0.4 12.5 중간 50.0 608(2) 148 40 45

한국도로공사기준

( 無단부 , 無철망 )
1 0.4 12.5 지주 50.0 289(3) 75 1 2 3 2

지주성능평가

1 0.25 20 지주 50.0 좌측으로 134cm, 처짐 250cm

2 0.4 6.25 지주 25.0 우측으로 49cm, 처짐 76cm

3 0.25 10 지주 25.0 좌측으로 55cm, 처짐 77cm

4 0.4 12.5 지주 50.0 우측으로 55cm, 처짐 117cm

볼트형 경강선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 평가4.

수직낙하시험 개요4.1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석의 정확한 위치와 에너지를 쉽게 산정하고 취약부에 대한 검증을 위9

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 높이 와 에서 콘크리트볼 국내 평균 낙석중량 기준 을12.5m 17.5m 400kg( )

자유낙하시켜 과 의 낙하에너지를 각각 생성시킨다50kJ 70kJ .

그림 현장 수직낙하시험 개요도 상지대 수직낙하시험장9. ( )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이 적용된 신개념 낙석방지울타리는 경간으로 하고 단부를 사보강재가 없는 수3

직재 각형강관 기초부 보강 에 대해 수직낙하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낙하위치는 중앙경간으로 지주 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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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지점에 낙하시킨다 그림 참조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이 총 단 단부지주 형식이 사1/3 ( 10 ). 12 ,

보강재가 없이 수직재 각형강관과 더불어 이러한 각형강관 좌우의 기초부를 강재프레임으로 보강하였

다 이러한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의 지주기초는 콘크리트를 통해 좌우로 구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결.

효과를 효과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강재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단부지주 기초보강형식

단부지주

(싱글각형강관)
단부지주

(싱글각형강관)
중간지주

(H형강)
중간지주

(H형강)

No. 4

콘크리트볼

낙하위치

고장력 경강선

No. 3 No. 2 No. 1

로프간격유지장치

400
kg

그림 단부지주와 중간지주 형태 및 낙하 위치 기초보강 상세10. ,

단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의 낙석 흡수에너지 평가4.2 12

단 개발사양에 대한 이론적 흡수가능에너지는 지주가 먼저 항복하는 경우로 기존 도로공사 표준이12

개발사양이 을 흡수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수직낙하시험은 콘크리트 볼을 높51.48kJ, 60.08kJ . 400kg

이 에서 자유낙하시켜 의 낙하에너지를 생성시킨다 시험 결과는 그림 과 같이 시스템 전12.5m 50kJ . 11

반적으로 이상의 낙하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콘크리트 볼에 의한 낙하충격을50kJ .

단의 고장력 경강선에 집중이 되어 단부지주 체결부에서 부분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1 .

은 와셔 및 너트를 고강도 재질을 사용하고 규격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낙석 지지 전경 낙석 지지 상세(a) (b)

그림 개발사양에 대한 수직낙하시험 결과 낙하에너지11. ( 50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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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낙하시험을 통해 관찰한 충격흡수 경로는 차적으로 고장력 경강선에 의해 흡수되며 이 때 철망1

의 기능은 에너지 흡수보다는 보조적 기능으로 주로 낙석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차적으로는 고장력. 2

경강선에서 흡수된 에너지가 주변에 인접한 지주를 통해 최종적으로 단부지주에 잔류에너지를 분산한

다 현장에서 측정된 중앙부 망 및 지주에서의 변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과 같다 단부가 설치된 도. 3 .

로공사 사양에 비해 중앙부 망 및 지주에서의 변위가 작게 나타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흡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에 대한 중앙부 망 및 지주 변위3. 50kJ

단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의 낙석 흡수에너지 평가4.3 16

단 개발사양에 대한 이론적 흡수가능에너지는 지주가 먼저 항복하는 경우로 을 흡수하는16 70.01kJ

것으로 계산되었다 수직낙하시험은 콘크리트 볼을 높이 에서 자유낙하시켜 의 낙하. 400kg 17.5m 70kJ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시험 결과는 그림 와 같이 중앙부 망이 찢어지는 현상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12

로 이상의 낙하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0kJ .

낙석 지지 전경 낙석 지지 상세(a) (b)

그림 개발사양에 대한 수직낙하시험 결과 낙하에너지12. ( 70kJ)

현장에서 측정된 중앙부 망 및 지주에서의 변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와 같으며 효과적으로 에너지4

을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주와 망 고장력 경강선에 충격에너지가 분산됨에 따라 각 구성요70kJ . ,

소의 변위량은 감소된다.

표 에 대한 중앙부 망 및 지주 변위4. 70kJ

구분 중앙부 망(cm)
지주 변위(cm)

No. 1 No. 2 No. 3 No. 4

개발사양 단(12 ) 137.9 미비
우 3

처짐 미비

좌 5

처짐 미비
미비

도로공사 단부 유( ) 148.0 -
우 40

처짐 미비

좌 45

처짐 미비
-

구분 중앙부 망(cm)
지주 변위(cm)

No. 1 No. 2 No. 3 No. 4

개발사양 단(16 )
102.9

망 파괴( )

좌 44.8

처짐 15.0

좌 4.3

처짐 1.5

좌 5.5

처짐 1.0

우 67.4

처짐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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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및 평가5.

기존 단 와이어로프 적용 낙석방지울타리와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고장력 경강선에 대한12

을 그림 과 같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의 제작성 및 비용 소재의 강도 등을 고Supply chain 13 . , ,

려해 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신선은 소재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소재인Route 1 . POSCO Wire

지름 를 지름 이하로 가공하는 공정을 말한다Rod 12mm 9mm .

그림 제품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적 조사13. Supply chain

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아연도금 고장력 경강선은 기존 도로공사 표준도에 적Route 1 9mmφ

용되는 와이어로프 대비 제품의 비용이20mmφ 약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 낙45% . 12

석방지울타리 설치 총 연장인 각각에 대한 전체 공사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100m, 63m, 30m .

그림 와 같다14 .

기존 대비 절감 기존 대비 절감(a) 19% (b) 24%

기존 대비 절감(c) 36%

그림 단 낙석방지울타리 총 연장에 대한 공사비 비교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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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장 구간에 대한 시공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는 기존 도로공사 표준 그림 기준63m ( + + ) ( 2 ) 100%

대비 로 약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연장 구간에 대한 시공비는 기존 대76% 24% 100m

비 로 약 의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총 연장이 비교적 짧은81% 20% .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로 약 의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사양30m 64% 36% .

의 경우 단부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개발사양에 비해 약 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에3 .

비해 비교적 낙석구간이 짧고 단부구간이 많이 분포하는 국도에 적용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

하게 적용될 수 있다 참고로 단 고장력 볼트 적용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한 총 연장에 대한 공사. 16 63m

비는 기존 도로공사 표준 대비 로 약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 볼트형100% 80% 20% 12

고장력 경강선 울타리에 비해서는 약 높게 나타났다4% .

결론6.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의 낙석방지울타리 적용에 있어 낙석흡수에너지 및

경제성에 대해 주로 기술하였으며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은 단부지주 체결에 있어 구조적 성능이 기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1)

낙석에 대한 효과적인 흡수가 가능하다.

현장 수직낙하시험 결과 볼트형 고장력 경강선 단 적용 낙석방지울타리는 이상 단 적용(2) , 12 50kJ , 16

낙석방지울타리는 이상의 낙석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70kJ

다 한편 높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단부지주 체결부와 기초 부분에 대한 구조적 성. ,

능개선이 필요하다.

타당한 제품의 비용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을 조사해 최적의 를 선정하였으며(3) Supply chain Route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결과 기존 총 연장에 대한 공사비 대비 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19~36%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에 비해 비교적 낙석구간이 짧고 단부구간이 많이 분포하는 국도에 적. ,

용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향후 도로공사 절취사면에 시험적용을 통해 시공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개선해(4) ,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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