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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bris flows are a natural hazard which looks like a combination of flood, land and rock slide. Large 

rainfall in July 2006 produced several large scale debris flows and many small debris flows that resulted in 

loss of life and considerable property and railway damage, as was widely reported in the national media. 

The hazard "debris flow" is still insufficiently researched. Furthermore debris flows are very hard to predict. 

Flexible Ring net barriers are multi-functional mitigation devices commonly applied to rock fall or floating 

wood protection in floods, snow avalanches and also mud flows or granular debris flows, if properly 

dimensioned for the process or process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Overtopping of the barriers by debris 

flows and sediment transport is possible, supporting the design concept that a series of barriers may be used 

to stop volumes of debris larger than are possible using only one barrier. The future for these barrier 

concepts looks promising because these barriers represent the state of art for such applications and are 

superior to many other available options. 

------------------------------------------------------------------------------------

1. 서론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지에서 수행된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낙석방호용으로 적용되던 유연성 

원리를 이용한 링네트 방호책이 토석류를 저지하는데도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

었다. 특히 스위스 일그라벤(Illgraben)지역과 메르덴슨(Merdenson)지역에서 행해진 1:1 실물실험과 수많

은 실내실험을 통해 스위스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산림‧강설‧경관 연구소(WSL)와 지오브르그사는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링네트를 사용해서 제작된 유연성 토석류 방호책은 시스템의 손상없이 효과적으로 토석류를 저지할 

수 있으며, 하부로 이동하는 토석류의 양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해당 현장에 설치된 링네트 방호책에는 약 1,000㎥의 토석류가 저류되었는데 방호책이 완전히 채워진 

후에도 평균 50,000㎥의 토석류가 방호책을 월류해서 이동하였다. 관측기간 동안 매년 7∼8회의 토석

류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200,000㎥이상의 토석류가 방호책을 월류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Wendeler 

et al., 2006) 

- 시스템 중앙부의 윙(wing) 타입 상부지지로프 배치와 이에 장착된 ㄱ형앵글은 토석류가 월류하여 통

과하는 순간에도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성공적인 마찰보호장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템의 손상없이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을 월류해서 토석류가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토

석류의 양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다단식(多段式) 토석류 방호책의 설치개념이 이론적으로 타

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 개의 방호책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토석을 저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다단식(多段式) 방호책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단식 토석류 방호책의 실제 설계 및 시공 적용사례

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유연성의 원리를 이용한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은 설치지점의 지형조건 및 예상되는 토석류의 발생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1. VX-타입 방호책 그림 2. UX-타입 방호책 그림 3. Whale-타입 방호책

  즉, 계곡부 폭이 15m 이내이고 토석류 집적량이 1,000㎥ 정도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하상굴착 없이 링

네트, 스파이럴 로프 앵커류, 시스템 연결로프류, 브레이크링 등을 조합한 유연성 방호기능을 갖는 VX

형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을 설치하며, 계곡부 폭이 15미터 이상이고 토석류 집적량이 2,000㎥정도로 예

상되는 개소에는 지주, 링네트, 스파이럴 로프 앵커류, 시스템 연결로프류, 브레이크링 등을 조합한 유연

성 방호기능을 갖는 UX형 링네트 방호책을 설치한다. 계곡

부 폭이 넓고 토석의 크기가 크거나 유목이 많고 집적량이 

5,000㎥ 이상 예상되는 개소에는 링네트, 스파이럴 로프 앵

커류, 시스템 연결로프류, 브레이크링,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등을 조합한 유연성 방호기능을 갖는 Whale형 링네트 방호

책을 설치한다.

  토석류는 1회 발생으로 끝나지 않고 집중호우시 같은 장소

에서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

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토석류 방호책 설치위치는 계곡부의 

종단상에서 토석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유지관리

를 위해 장비접근이 용이한 곳이 유리하다. 한 계곡에 여러 

개소의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을 계단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토석류 발생시 부유역에 설치된 방호책부터 차례로 채워지게 

된다. 이때 각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의 유효저사량(
≑1,

000㎥)을 초과하는 토석류는 다음 단계에 설치된 제 2, 3차 

방호책으로 유입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부로 

유입되는 토석류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수세(水勢)를 완화시

키며, 계곡 양안(兩岸)의 사면붕괴와 토사유출을 막아 하류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 계곡별로 설계 토사유출량과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의 유효저사량을 고려하여 링네트 토석

류 방호책의 설치개소수()를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 설치개소수, 


 : 예상 토사유출량, 
 :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의 유효저사량



(하류측에서 바라본 전경) (상류측에서 바라본 전경)

그림 5. 다단식(多段式)으로 설치된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 (메르덴슨, 스위스)

3. 유연성의 원리를 이용한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 설계시 고려사항

    

1) 문제점

  토석류는 낙석과 같은 일회성 충격(single impact)이 아니라 파도가 치듯 연속적으로 다중 충격(surge

s)을 방호책에 가한다. 실제로 토석류는 1차 충격시 방호책에 동적하중(dynamic load)으로 작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동적하중과 방호책에 이미 쌓인 토석의 정적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러한 작용 메카니즘은 시스템의 강성(stiffness)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호책의 설계를 위해서는 방

호책에 작용하는 총 충격에너지량과 각 차수별 충격 영향 및 방호책에 작용하는 최대 충격력을 검토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검토에서는 토석류의 전체체적은 일정하지만 토석류의 충격이 1회 surge로 끝나

는 경우, 그리고 2번 또는 그 이상으로 나뉘어 지는 경우를 각각 가정하여 검토하였다. 이때 전체 변형

량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또한 각 충격 사이의 시간은 각 충격사이의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길게 

선정하여야 한다.

    

2) 설계시 주요인자

ㆍ체적 

  현장 관측 결과 토석류의 체적은 1차 surge가 가장 크고, 그 뒤로 차수의 진행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적은 차수 진행에 따라 절반씩 감소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 




∙                          (1)

    

ㆍ제동거리 

  총 제동거리는 surge의 차수와는 무관하고, surge별 체적에 따라 나뉘게 된다. 이때, 제동거리는 체적 

증가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강성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                                   (2)

    



ㆍ충격 시간 

  충격시간 는 토석류가 방호책에 처음 접촉하는 순간부터 최대 변형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

하며, 모든 surge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안전측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는데, 

충격시간은 체적이 작을수록 짧아지고, 이로 인해 유효저류량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3)

    

ㆍ경사 

  지오브르그에서 실시한 수차례의 시험결과 충격 후 토석의 깊이는 상류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6). Rickenmann은 경사가 씩 감소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8]. 경사의 감소결과 

충격속도 또한 차수별로 감소하게 된다.

 



∙  




∙                 (4)

    

ㆍ방호책의 강성 

  운동에너지는 동일하더라도 surge가 진행될수록 충격력은 더 커진다는 것이 실물시험을 통해 확인되

었다. 이는 시스템의 유연성은 감소하고 강성은 증가함을 의미하며(그림 7), 충격력은 3차 surge에서 1

차 surge의 2배로 증가한다. 즉, 1차에서 2차 surge의 강성보정계수는  , 2차에서 3차는 2, 3차에서 

4차는  가 된다.

    

ㆍ정적하중 

  1차 충격시는 동적하중만 작용하며, 그 이후 충격은 동적하중과 정적하중의 조합이 된다. 정적하중은 

주동토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동적하중의 ∼  정도이며, 동적하중은 유효저류량의 ∼  

정도이다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  ∙                                              (5)

그림 6. 퇴적물의 심도별 분포(1격자) 그림 7. 다중충격시 하중변화

    

3) 충격에너지 검토

  링네트는 큰 암괴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탄성변형만을 하기 때문에 방호책에 가해지는 충격에너

지는 주로 브레이크 링에 의해 흡수된다. 그러므로 설계 방호책의 에너지 흡수 능력은 개개 브레이크 



링의 충격에너지를 합산하면 된다. 다음 (그림 8)은 충격에너지의 합산을 나타낸 것으로 1은 토석류가 

한 번에 방호책에 충격하는 경우, 2는 동일한 체적의 토석류가 둘로 나뉘어 2회에 걸쳐 방호책에 충격

하는 경우이다. (3은 3회, 4는 4회, 5는 5회) 각각 5개 토석류 값들은 1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

였다. 이로부터 토석류의 전체 체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토석류가 한 번에 발생하는 경우에 그 충

격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퇴적되어 있는 토석류가 게비온과 같은 중력식 구

조물처럼 거동하면서 다음 surge의 에너지를 경감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석류의 유속은 순

간최대방출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역시 한 번에 발생하는 토석류일 때 최대값을 보인다.

        

4) 충격력 검토

  충격에너지와 달리 충격력은 각 surge 별로 검토하여 최대충격력을 산정한 후 방호책이 이를 지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방호책에 가해지는 하중은 각 충격별 동적하중과 이미 퇴적된 토석으

로 인해 작용하고 있는 정적하중의 합산으로 표현된다.

                                  (6)

  다음 (그림 9∼13)은 각 회수별 최대충격력을 나타낸 것으로 동적하중과 정적하중을 1회 발생 토석류

의 최대 충격력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시하였다. 이로부터 시스템의 강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로 나뉘어 발생하는 토석류의 최대 충격력은 한 번에 발생한 토석류에 의한 충격력보다 약간 더 높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검토결과

  충격에너지의 총량 분석 결과, 에너지는 1회 발생 토석류에서 가장 높으며, 회수별 설계정수의 변화와

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생이 예상되는 토석류 체적에 대한 충격에너지 산정시 1회 발생 

토석류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율 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8. 1회 발생 충격 대비 에너지 분포 그림 9. 1회 surge시 하중값 

그림 10. 2회 surge시 하중값 그림 11. 3회 surge시 하중값



그림 12. 4회 surge시 하중값 그림 13. 5회 surge시 하중값

※ 범례 ( :동적하중, :정적하중)

   ∙ 


    ∼                   (7)

  최대충격력에 대한 검토결과 수회 발생 토석류의 최대 충격력은 1회 발생 토석류의 최대충격력보다 

최대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석류의 충격력은 정적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1회 

발생 토석류의 최대 충격력에 수회 발생 토석류의 시험결과를 감안하여 안전율 를 적용할 수 있다.

    ∙ 





     ∼         (8)

  상기의 검토로부터 동역학적인 요소가 정역학적인 요소보다 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회 

발생 토석류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에너지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다단식 토석류 방호책의 국내 설계사례

    

1) 설계정수

  토석류 방호책의 설계시 토석류의 하중값은 매우 중요한 설계정수이나 최근까지 이에 대해서는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토석류 거동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던 이유도 있지만, 실제 토석류

가 발생하는 동안에 다양한 설계정수의 측정이 어려웠던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 토석류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몇 가지 역학적, 이론적 모델이 제시된 사례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현장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Rickenmann은 토석류의 물성치에 대한 경험식을 제

안하였는데, 지오브르그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의 설계시 이를 설계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14. 설계 토석류의 측면도 그림 15. 설계 토석류의 정면도

  우선 (그림 14)에서와 같이 토석류 측면의 깊이를 , 단면을  , 전면부의 속도를 로 정의할 때, 방

호책에 의해 저지된 토석류의 체적은 해당위치에서의 단면적을 통해 단순화하여 구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계곡 양안(兩岸)의 경사진 지형조건으로 인해 집적되는 퇴적물의 최대 깊이는 (그림 15)의 정 중

앙부가 된다. 계산의 편이를 위해 토석류의 단면적은 바닥 폭을 기준으로 한 으로 구하는데 이 단면



적은 실제 토석류의 단면적 와 거의 동일하다.

  방호책 설계의 첫 단계는 토석류의 설계체적 
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 문헌에 많은 공식들이 제

안되어 있지만 가장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계곡 상부, 양안의 잠재퇴적물의 수량을 지형

학적 평가를 통해 측량하는 것이다. 링네트 VX, UX 방호책이 저지시켜 수용할 수 있는 토석류의 체적

범위는 ∼  정도이다.

   

       ′                                          (9)

  토석류의 순간최대방출량( :  )은 체적과 관계가 있지만, 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즉 

사토류(沙土流, granular flow)와 이토류(泥土流, mud flow) 각각의 경우에서 다른 상관관계를 보인다.

Mizuyama 등은 순간최대방출량과 체적사이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사토류(沙土流, granular flow)

    
 ∙

     ∼                (10)

� 이토류(泥土流, mud flow)

    
 ∙

      ∼                (11)

  상기의 순간최대방출량 

를 이용하여 토석류 전면부의 유속   를 구할 수 있다.

  Rickenmann은  , 
, 마찰이 고려된 계곡의 경사 사이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는 토석류의 경사로 계곡경사의 탄젠트 값을 뜻하며, 예를 들어,   은    은   

그리고   은 를 말한다.

    

      ∙

 ∙ 
    ∼           (12)

  일본의 토석류 설계지침(Technical Standard for measures against debris flow, Ministry of Construc

tion, Japan)에서는 토석류의 평균 유속을 구하기 위해 Manning-Strickler 공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

서 는 manning의 수정식으로 일반적으로 ∼  의 값을 가지며, 사토류일 경우는 

∼ 의 값을 갖는다.

      



∙  ∙ 

    ∼                      (13)

  토석류의 깊이 는 토석류 단면과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4)

  토석류 설계시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그 검토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석류의 단위 중량은 경험적으로 약   정도이다.

                                                        (15)

    



    

2) 충격에너지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은 투수성(透水性) 구조로 되어 있어 물은 배수되므로 전체 토석류가 저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량만 저류(貯流)된다. 유효하중 은 토석류 충돌 직후부터 방호책의 최대 변형이 일

어나기까지 방호책에 집적되는 토석의 양으로 실제로 방호책에 동적인 하중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충돌 시간은 미국 오리건 주 시험결과 부피 의 토석류에서 가 초로 관측되었는데, 실제 토

석류의 발생규모가 그보다는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충돌 시간도 이보다는 더 오래 지속할 것으로 예

상되며, 충돌 시간 는 ∼ 초 사이로 가정한다(Rickenmann D, Estimation of debris flow impact 

on flexible wire rope barriers, 2001).

   ∼                                                  (16)

  이를 이용하여 유효 하중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    ∼               (17)

  충격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법칙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18)

  따라서 충격 에너지는 ∼   사이의 범위로 계산된다.

    

3) 토사유출량

  토사유출량 산정시 미국에서 개발된 RUSLE 방법, 일본에서 제시된 원단위법 및 일본건설성의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RUSLE 방법에 포함된 계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USLE 방법 또는 미

국교통연구단(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일본에서 제시된 원단위

법에 의한 토사유출량은 RUSLE 방법의 예비검토 등에 주로 사용되고, 일본건설성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략적인 토사유출량을 산출하는데 유용하다. 

  한편, RUSLE 방법은 토양침식에 영향을 주는 강우강도, 토양상태, 경사도, 표면식생상태 등에 대한 

실측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방법이므로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나 적용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토양침식량 산정을 위한 RUSLE 방법은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로 표시되며,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

보존대책인자()의 곱을 미국교통연구단(TRB)에서 제안한 토양침식조절인자(VM)로 대체할 수 있다.

        ․  ․ ․  ․  ,       ․  ․ ․                             (19)

여기서,  :  강우침식인자 R의 해당기간중 단위면적당 토양침식량(tonnes/ha)

 :  강우침식인자(107J/ha‧mm/hr)

 :  토양침식인자(tonnes/ha/R)

 :  지형인자(무차원)

 :  토양피복인자(무차원)

 :  토양보전대책인자(무차원)

 :  토양침식조절인자(무차원)



  RUSLE에 의해 산정된 유역의 토양침식량은 유역출구의 토사유출량과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전달률(s

ediment delivery ratio, SDR) 개념을 도입하여 토양침식량에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검토결과

  상기 방식에 따라 본 설치지점의 방호시스템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ite 1: A=0.62㎢, L=993m) (Site 2: A=0.453㎢, L=933m)

그림 16. 각 지점별 유역면적과 유로길이

 

도표 1. 적용 설계 인자

구 분
유역면적 R K LS VM 토양침식량

비 고
(ha) [10

7
J/ha‧mm/hr] [tf/ha/R] [무차원] [무차원] [tf/yr]

Site - 1 62.0 274 0.24 62.80 0.89 227,878

Site - 2 45.3 274 0.24 59.27 0.89 157,139

도표 2. 토사유출량 산정 결과 (1)

구 분
유역면적 단위중량 유사전달률 토양침식량 토사유출량 토사유출량

비 고
(ha) (tf/㎥) [%] [tf/yr]] [중량,tf] [체적,㎥]

Site - 1 62.0 2.30 16.84 227,878 38,374 16,684

Site - 2 45.3 2.30 18.36 157,139 28,850 12,543

도표 3. 토사유출량 산정 결과 (2)

구 분
원단위법

(㎥)

일본건설성법

(㎥)

RUSLE법

(㎥)

평 균 값

(㎥)
비 고

Site - 1 18,600 11,643 16,684 15,642

Site - 2 13,600 16,230 12,543 14,124



도표 4.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에 작용하는 충격에너지 산정결과

설 계 정 수 단위 Site - 1 Site - 2 비   고

계곡 바닥면 경사 (α) ° 18.80 18.50

tangents of Gradient (S0) 0.34 0.33

토석류 퇴적경사 (β) ° 12.80 12.60

tangents of Gradient (S1) 0.23 0.22

방호책 잔류높이 (H) m 3.00 3.00

유효퇴적길이 (L) m 28.54 29.03

방호책 상단폭 (B1) m 24.71 29.90

방호책 하단폭 (B2) m 18.00 21.00

계곡 좌안경사 (γ1) ° 34.00 34.00

계곡 우안경사 (γ2) ° 53.00 34.00

유효저사량 (VDF) m
3

962.04 1,172.68

순간 최대방출량 (Qp) m
3
/s 28.66 33.44

토석류 유속 (v) m/s 4.45 4.66

토석류 충격시간 (Timp) s 1.35 1.29

토석류 단위중량 (ρd) tf/m
3

2,300.00 2,300.00

네트변형량 (f) m 3.00 3.00

토석류 작용중량 (M) tf 88.99 99.22

토석류 충격에너지 (EKIN) kJ 881.11 1,077.31

도표 5. 각 지 별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의 설치개소수() 산출결과

구 분
예상 토사유출량 

(


, ㎥)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의

유효저사량 (
, ㎥)

설치개소수

()
비 고

Site - 1 15,642 962 17

Site - 2 14,124 1,173 13

(Site 1) (Site 2)

그림 17.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 설치전경



4. 다단식 토석류 방호책의 해외 적용사례

1) 개요

  스위스 베른(Berne)의 하슬리베르그(Hasliberg)와 마이링겐(Meiringen) 지역은 2005년 8월 대규모 강

우에 의한 토석류와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비록 토석류 발생원에 대한 접근상의 문제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그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스위스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산림·강설·경

관연구소(WSL), 관련 산업체 및 해당 지자체는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사에서부터 시공까지 

일관되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책안을 비교적 단기간에 수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다단식 

토석류 방호책이 2007년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 지형 및 지질

  밀리바흐(Millibach) 강은 오베하슬리(Oberhasli)와 옵발덴(Obwalden) 사이의 분수령에 있는 구멘(Gu

mmen) 지방에서 시작하여, 하슬리베르그(Hasliberg)를 경유한 후 큰 계곡을 지나 아레(Aare) 강으로 합

류한다. 상부의 구멘(Gummen) 계곡은 흑색 점토가 풍부한 알레니엔 편암(Alenien schist)층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사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편리가 발달해 있고 종종 사암층과 교호되어 나타하고 있다. 빙퇴석

(moraine) 퇴적물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기반암은 2∼4m 두께의 풍화된 토석(debris)으로 덮여 있는데 이 물질이 바로 토석류의 발생원이 되

고 있다. 토석(debris)은 입도분포가 불량한 상태로 다량의 점토, 실트, 모래 및 자갈 그리고 큰 전석들

로 이루어졌으며, 건조상태에서 내무마찰각(Φ)은 25∼28 〫 , 겉보기 점착력(c)은 0∼3 kN/㎡의 범위를 나

타내고 있다. 반면 포화상태에서 이 값들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예를 들어 내부마찰각은 15 〫 까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토와 실트 등 퇴적물질의 소성도는 15∼20% 정도로 나타나 토석류 저지를 위해 

설치하는 사방구조물의 기초 설치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장기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이 토석들은 산사태처럼 계곡을 따라 이동하였다.

(지형 및 지질) (유역별 토석류 발생현황)

그림 18. 현장 지형 조건

3) 피해현황 및 설계정수 산정

  2005년 8월 폭우기간 동안 하슬리베르그(Hasliberg), 마이링겐(Meiringen)의 주거지역에는 홍수가 범

람했는데, 구멘(Gummen) 지역에서 발생한 토석류가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Bezzola & Hegg, 200

7) 구멘(Gummen) 지역에서 약 13,000㎥의 풍화된 편암이 집중강우로 계곡을 따라 하부로 이동하면서, 

25,000㎥의 토석류가 중간에 추가되었고 최종적으로 하부에는 약 40,000㎥의 토석류가 발생하였다. 

  토석류 발생시 유속은 약 7∼9m./s 인 것으로 측정되었고, 함수비(water content)는 약 50%, 밀도는 

1,800∼2,000 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토석류에 의한 피해현황

  다음 (도표 6)은 본 설계에 적용된 토석류의 물성치이다.

도표 6. 토석류의 물성치

구    분 물 성 치 비   고

계곡의 하상기울기 30%

토석류 타입 Mud flow, Viscous flow

전체 토사유출량 10,000 ∼ 15,000㎥

1회당 토사유출량 5,000㎥

토석류의 밀도 18 ∼ 20kN/㎥

최대 방출량 60㎥/s

토석류의 흐름높이 1.5 ∼ 2m

토석류의 유속 6 ∼ 12m/s

  설계시 토석류의 충격하중과 적설하중(gliding and impact of a small avalanches), 그리고 연속하여 

발생하는 토석류의 월류로 인한 영향이 고려되었다. 전체 시스템의 설계는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FA

RO를 이용하여 토석류 방호책 시스템의 내부 하중 분포를 분석하고,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

시하였다. 

  또한,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계곡을 따라 각 지점별 횡단을 작성한 후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의 단면

을 설계하였으며 이로부터 각 지점별로 유효저사량을 산정하여 총 10,000㎥의 토석류를 효과적으로 저

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0, 21. 참조)



(지점별 단면현황) (지점별 방호책 설치개념도)

그림 20.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 설치도

  각 지점별로 설치된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01 "Debris flow breaker Net "  

   : 일반적으로 토석류의 경우 선단파(surge) 부분에 대부분의 거석이 집중되어 있고, 후속류는 세

립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첫 번째 지점에는 토석류 선단파의 에너지를 충분히 감쇄시킬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방호책을 설치하도록 한다. 즉, 본 방호책의 설치목적은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의 손상이 있더라도 토석류의 충격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하는데 있다. 

 #02∼13 "Retaining Nets"  

   : 높이 7m, 폭 25m의 계곡을 따라 총 10,000㎥의 토석류를 단계적으로 저류시킬 수 있는 방호책

을 다단식(多段式)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21. 단계별 설치위치 및 저사용량 산정

  이 현장과 같이 13개 지점에 연속적으로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을 설치한 사례는 스위스에서도 첫 번

째 시도였다. 

  본 프로젝트에 참가한 모든 기관과 관련업체는 "다단식(多段式) 토석류 방호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형

태의 접근방법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으리라 기

대한다.



그림 22. 다단식(多段式)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의 설치전경

6. 결론 및 향후전망

  링네트 방호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낙석뿐만 아니라 눈사태와 토석류에 의한 충격도 효과적으로 방

호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로부터 링네트 방호책이 상당한 양의 토석류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저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의 손상없이 그 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데 사

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방호책을 타고 넘어가는 토석류와 퇴적물 이동이 가능하다

면 다단식으로 설치하는 방호책의 설계개념이 가능하며 따라서 한 개의 방호책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토석을 저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토석류의 충격과 같은 동적하중(dynamic load)을 막아 내는데 링네트는 이상적인 유연성을 가지

고 있어, 실제적으로 콘크리트 사방댐과 같은 기존의 강성체 구조물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링네트 방호책은 경량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어 운반이 용이하며 공사비용 절

감의 효과가 있다. 또한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에 비해 주변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 물은 

통과시키고 토석류는 거르는 필터링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하류지역으로 토석류 인입을 최소화하고 

계곡부에 서식하는 물고기, 뱀이나 개구리 등의 이동경로를 확보해 줄 수 있다. 

  또한 방호책은 주로 앵커링에 의해 고정되므로 기초를 위한 대규모 하상굴착과 콘크리트 작업이 필요

한 강체형(Rigid System) 콘크리트 사방댐에 비해 주변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매우 적다. 

  주변 지형여건에 구애 받지 않아 설치가 용이하며 공사기간이 짧고 유지․보수가 매우 용이하므로 기존 

공법인 콘크리트 사방댐과 비교할 경우 경제성, 환경친화성 및 시공성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공법이므로 향후 국내 토석류 방호책의 주류를 이루는 공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규모의 토석

류 발생이 예상되는 계곡부에 다단식(多段式, multi-level)으로 링네트 토석류 방호책을 설치함으로써 하

부 시설물 및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과제명: 산사태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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