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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develop a new rockfall protection fence using high carbon steel wire rod (HSWR) material instead of the 
conventional wire rope material, the author has conducted the laboratory strength tests of both materials and their connections, and 
carried out evaluation of absorbing rockfall energy through the vertical field rockfall tests. The vertical filed rockfall tests showed 
that the new rockfall protection fence with 12 rows of the HSWR could absorb more rockfall energy than 50 kJ which stands for 
the typical design criteria. In addition, when the quantity of HSWR was increased up to the 16 rows, the capacity of absorbing energy 
was greatly improved. The new rockfall protection fence wa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highway rock-cut slope. As a result of the 
filed application, its constructability was similar to the conventional fence, but its total image was improved as simple and clean. 
The total construction cost was saved up to 20%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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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본 연구는 기존의 낙석방지울타리에 적용되는 와이어로프를 경강선으로 대체하고 소재 및 체결부에 대한 실내성능실험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수직낙하시험을 통해 전체적인 에너지 흡수능력을 평가하여 새로운 낙석방지울타리를 개발하는데 있다. 12단 

경강선 적용 낙석방지울타리의 수직낙하시험 결과, 국내 낙석방지울타리에 기준으로 적용되는 흡수에너지인 50kJ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강선 단수가 12단에서 16단으로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흡수능력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낙석방지울타리를 도로공사 절취사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시공성은 기존에 비해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미관상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었다. 경제성 분석결과에 있어서는 전체 건설비용에 있어 기존 

대비 약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낙석, 낙석방지울타리, 낙석흡수가능에너지, 와이어로프, 경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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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지형 특성상 도로건

설을 위해 경사가 급한 비탈면을 형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암반의 자연적인 풍화와 더불어 강우로 인해 크고 작

은 낙석이 공용중인 도로로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 이러한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되는 낙석방

지울타리는 지주와 와이어로프, PVC 능형철망으로 구성되

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낙석으로 인한 흡수에너지를 

50kJ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석방지울타리

가 실제 낙석 발생시 큰 파손 없이 낙석을 효과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김

경석 등, 2005).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문

제점은 설문조사 결과, 주로 기능상의 문제점으로 낙석으로 

인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낙석방지울타리의 

강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낙석방지울타

리의 현장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주요 파괴유형은 주로 

하단부 와이어로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낙석이 

도로방향으로 이탈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로프 소재의 성능을 보완하거나 

수직방향 이격거리를 조절하여 낙석운동에너지를 줄여야 

한다(구호본 등, 2001).

최근 국내에서 수행한 현장낙석실험 결과, 부재의 파손

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부가 먼저 파손되는 등 낙석으로 인

한 충격에너지 흡수성능이 흡수에너지 기준 값인 50kJ에 미

달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김경석 등, 2005). 구호본 등

(2001)에 의하면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낙석을 효

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약 90kJ의 흡수에너지가 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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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도사면 낙석 발생빈도(일본) (b) 낙석방어구조물의 분류(유럽)

그림 1. 낙석에너지에 따른 낙석빈도 및 낙석방어구조물의 분류(해외 사례)

(a) 와이어로프(KS D 3514) (b) 경강선(KS D 3559)

그림 2. 기존 와이어로프와 경강선 소재의 비교

방지울타리에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Muraishi 등(2005)은 

철도사면에 대해 10년간 낙석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그

림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100kJ에서의 낙석에너지(E)

가 전체 낙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럽의 경우 낙석에너지와 낙석을 방어할 수 있는 유효한 높

이에 따라 그림 1(b)와 같이 낙석방어구조물을 분류하였다

(Spang, 2004). 국내와 일본의 경우 낙석빈도를 고려한다면 

그림 1(b)의 빗금 친 영역①(rail and tie wall, wire mesh 

fence)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황영철 등(2005)은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의 와이어

메쉬와 와이어로프 대신, 새로운 재료인 팽창메탈을 사용한 

낙석방지울타리의 낙석으로 인한 흡수가능에너지를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와 비교한 결과, 팽창메탈을 이용한 낙석방

지울타리가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존 재료에 비해 우수한 재

료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주표면에서 체결이 다량의 볼

트로 되어 있어 시공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와이어로프를 경강선재로 대체한 신개념 낙석방지

울타리에 대해 수직낙하시험을 수행하고 낙석흡수에너지를 

기존 이론적 설계식과 비교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2. 와이어로프와 경강선의 비교

그림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고속도로 낙석방지울

타리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와이어로프는 24개의 소선

이 6가닥으로 꼬여 있고 외경이 Ø20mm로 파단하중은 

183kN(G종)이고 소선에 대한 아연도금부착량은 85g/m2 이

상이어야 한다. 기타 규격은 KS D 3514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경강선은 High Carbon Steel Wire Rod로 탄소함유량

이 높은 소재로 본 연구에 적용된 소재는 HSWR 82B(KS 

D 3559)이다. 그림 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소선을 

여러 형태로 꼬는 와이어로프에 비해 외경(아연도금 포함)

이 Ø9.12mm인 단선으로 제작이 단순하고 인장강도가 높고 

연신율이 작으며 경제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아연도금을 하지 않고 직선 가공한 경강선 소재의 외경

은 Ø8mm로, 이에 대해 실내인장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외경 Ø20mm G종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도 실내인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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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장하중-변위 관계 (b) 파단형태

그림 3. 와이어로프 인장실험 결과

(a) 인장하중-변위 관계 (b) 파단형태

그림 4. 경강선재 인장실험 결과

표 1. 소재 및 직경에 따른 인장실험 결과

소재 지름(mm) 파단하중(ton) 파단응력(kg/cm2)

와이어로프 G종 20 17.2 147.0*

경강선
4 2.3 180.6

8 7.9 158.0

*KS 기준 파단하중에 대한 소선의 공칭 인장강도

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와이어로프의 인장실험 결과, 그림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단하중이 KS 기준치인 183kN에 

조금 못 미치는 172kN(2회 평균값 기준)으로 나타났다. 와

이어로프의 파단형태는 그림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소선이 풀리면서 끊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상

한 바와 같이 Ø8mm 경강선의 하중과 변위 관계는 그림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한하중이 약 79kN으로 경강선의 

파단하중은 G종 와이어로프의 약 1/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파단위치는 그림 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발생하

였다. 참고로 그림 3과 4의 하중-변위 곡선에서 알 수 있듯

이 초기에 그립부분에서 슬립이 발생하여 하중은 증가하지 

않고 변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소재 및 직경에 따른 인장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인장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재 자체만의 인장성

능을 비교해보면 기존 와이어로프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와이어로프와 동등한 인장성능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2개의 경강선이 필요하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낙석방지울타리 하단부의 경강선에 대한 

수직간격을 조절하여 낙석방지울타리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수직낙하시험을 수행하였다.

3. 경강선 적용 낙석방지울타리 특성 검토

3.1 개요

직경 Ø8mm인 경강선재를 낙석방지울타리 시스템에 효

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끝단

부가 볼트형인 “볼트형 경강선”을 고안하였다. 볼트의 피치 

및 아연도금 등을 고려하여 경강선의 최종 직경을 Ø9.120mm

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피치부분의 길이는 50mm이며 간격

은 1.5mm로 각형강관인 단부지주 측면에서 쉽고 간편한 체

결을 위해 고장력 너트(지름 Ø10mm, M10)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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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와이어로프 대체용 볼트형 경강선

(a) 단부지주에서 체결 구성도

(b) 경강선 연결 구성도

그림 6. 볼트형 경강선을 위한 체결 및 연결 구성도 그림 7. 낙석방지울타리 흡수에너지와 낙석에너지 산정 흐름도

기존 도로공사 표준도 기준의 낙석방지울타리는 와이어

로프가 총 12단으로 하단부의 와이어로프가 수직방향으로 

간격이 200mm이며 단부지주는 각형강관(□175x175x4.5)

으로 수직재와 사재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지주는 H형강

(H-200x100x5.5x8)으로 높이 3m, 지주와 지주 간격이 3m경

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낙석으로 인한 와이어로프 사

이의 이격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어로프 간격유지 장치를 설

치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구성사양은 도로공사 표준도에서 제시

한 사양과 동일하나 와이어로프가 볼트형 경강선으로 대체

됨에 따라 단부지주에서의 체결이 그림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장력 너트와 와셔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조립할 수 

있다. 이러한 단부지주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 각형강관의 

보조사재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재만 사용하였다. 또한 경강

선과 경강선의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그림 6(b)와 같

은 커플링 너트(내경 Ø10mm, 길이 100mm)을 사용하였다.

3.2 이론적 흡수에너지에 의한 최적 시스템

3.2.1 이론적 낙석에너지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에너지 능력은 지주, 와이어로프 

및 철망이 일체가 되어야 발휘되는 구조물로서 주로 소규모

의 낙석저항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

에너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1) 낙석이 지주에 충돌할 경우와 지주간의 로프에 충돌

하는 경우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가 흡수

가능에너지가 작으므로 이를 설계에 적용한다.

(2) 지주의 허용최대변위각은 15°로 하며 로프의 최대신

장량은 5%로 한다.

(3) 낙석의 충돌위치는 낙석방지책 높이의 2/3 지점이며 

낙석의 충돌방향은 낙석방지울타리에 직각이다.

(4) 낙석하중은 2개의 로프에 동시에 작용한다.

위에서 설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지주, 로프, 철망이 각각 흡

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산하여 전체 낙석방지울타리의 흡

수가능에너지(E)를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NRP EEEE ++=  (1)

여기서, EP, ER, EN은 지주, 로프, 철망의 흡수가능에너지

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에너

지와 낙석에너지에 대한 산정과정을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

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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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효과도 (b) 상호효과도

그림 8. 흡수에너지에 대한 B, h, t 요소의 주효과도 및 상호효과도

(a) 지주간격 B=2m (b) 지주간격 B=3m

그림 9. h, t 요소에 대한 흡수에너지 등고선도

그림 7에서 지주가 항복하는 경우의 Fy와 로프가 항복하

는 경우의 R의 계산과 각각의 경우에 대한 지주, 로프 및 

철망의 흡수에너지는 한석희 등(2002)을 참조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토대로 낙석흡수에너지를 계산하였으며 로프

의 초기장력(5kN)은 고려하지 않았다.

3.2.2 낙석흡수에너지 주요 영향인자 분석

한석희 등(2002)은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가능에너지는 

와이어로프의 규격(지름), 길이 및 지주의 설치간격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지주의 규격변화가 흡수에너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선된 낙석방지울타

리는 지주 H-150x75x5x7, 지주 간격 3.0m, 로프 간격 0.2m

로 제안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주의 규격은 일정하

게 유지하고 지주 간격(B), 하부 경강선의 수직간격(h), 경

강선의 직경(t)을 변화시키면서 낙석흡수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최적의 조합상태를 MINITAB 14에서 제공하는 DOE 

23(B=2m & 3m, h=100mm & 200mm, t=4mm & 8mm로 요

소 3개에 대한 2개의 변수) 완전요인기법을 사용해 분석해 

보았다(그림 8 참조).

그림 8(a)는 흡수에너지에 대한 주효과도를 나타낸다. 해

석 결과, 경강선의 직경(t)이 흡수에너지인 세로축과 평행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흡수에너지에 대한 주효과

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흡수에너지

인 세로축에 직각인 형태인 지주 간격(B)이 주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수에너지에 대한 요소별 상호효과 

분석 결과, 그림 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강선 직경(t)와 

수직간격(h)이 상호 교차되는 형태로 가장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3개의 요소 중 지주간격(B)은 흡수에

너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지주간격을 2m와 3m로 고정하고 경강선 직경

(t)와 수직간격(h) 요소에 대해 흡수에너지를 등고선으로 나

타낸 것이다. 지주간격(B)이 2m인 경우(그림 9(a))가 3m인 

경우에 비해 흡수에너지 기준인 50kJ이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경(t)과 수직간격(h)을 증가시켜야만 

흡수에너지 기준인 50kJ을 만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낙석방지울타리의 지주간격을 3m, 경강선의 

직경을 8mm, 하단부에서의 경강선의 수직간격을 150mm, 

200mm로 결정하고 수직낙하시험을 수행하여 기존 와이어

로프 적용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에너지와 비교하였다.



54 >> 경강선 적용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에너지 평가

기존 능형망 기존 능형망

(a) 하단부 수직간격 200mm (b) 하단부 수직간격 150mm

그림 10. 하단부 경강선 수직간격에 따른 전체 시스템

(a) Splice 체결 (b) U형 클립 체결 (c) 고장력 너트 체결

그림 11. 체결부 인장성능실험을 위한 시험체

3.2.3 경강선 적용 최적 시스템

낙석방지울타리 하단부(Zone 1)의 경강선 수직간격을 기

존 와이어로프 간격과 동일한 200mm인 경우인 그림 10(a)-

경강선 총 12단, 150mm인 경우인 그림 10(b)-경강선 총 16

단으로 나타내었다.

3.3 지주 체결부 및 이음부 구조성능 평가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의 와이어로프는 단부지주에서 통

상 2가지 방법으로 체결이 된다. 국도의 경우는 Splice 소켓

에 의한 체결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는 

U형 클립과 연결고리장치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체결방식과 고안한 체결방식에 대해 인장실험

을 각각 수행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인장실험을 위한 

각각의 시험체는 그림 11과 같다. 국도용 Splice은 총 2회, 

고속도로 U형 클립은 총 2회, 너트에 의한 체결은 총 4회로 

일반너트에 대해 2회(싱글 및 더블너트), 고장력 너트에 대

해 2회(싱글 및 더블너트)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체결부에 대한 인장실험 결과, 국도용 Splice 체결

은 최대 파단하중이 40.8~43.8Kn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Splice 자체에서 파괴가 발생했다. 따라서 Splice의 체결성

능은 자체 품질에 크게 의존된다고 할 수 있다. Splice 체결

부의 파괴 과정은 그림 12와 같다.

고속도로에 주로 적용되는 체결방식으로 U형 클립 3개

를 사용하여 조이는 방법이 있다. 실내인장성능실험 결과, 

최대하중이 41.2~73.2kN으로 주로 U형 클립에서 Slip이 발

생하면서 서서히 빠지는 양상을 보여 준다(그림 13 참조). 

이러한 체결부는 U형 클립의 조임 정도에 따라 그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일반 너트에 의한 볼트형 경강선 체결

은 너트 1개가 54.4kN, 너트 2개가 76.4kN으로 나타났으며, 

고장력 너트의 경우는 너트 1개의 체결이 58.0kN(그림 14 

참조), 너트 2개의 체결이 84.0Kn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존 체결방식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그림 14

에서 보듯이 최대하중의 작용으로 인해 경강선 볼트의 피치

부분이 마모되면서 파괴가 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용 U형 클립의 평균 최대하중 57.2kN, 시공성 및 경제성 등

을 고려한다면 고장력 너트 1개를 사용하여 단부지주에 체

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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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plice 체결부 파괴 과정

그림 13. U형 클립이 풀리는 과정

그림 14. 고장력 너트 체결부의 인장실험 결과

4. 수직낙하시험을 통한 흡수에너지 평가

4.1 수직낙하시험 개요

낙석방지울타리는 기본적 구성요소인 지주, 로프, 철망의 

산술적인 합에 의한 이론적 흡수가능에너지를 확보해야 한

다. 본 낙하시험의 목적은 새로이 적용되는 볼트형 경강선, 

체결부 및 이음부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현장 적용성과 더불어 재료 및 체결부 등의 문제점 개선 및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시방을 마련하는데 있다. 현장에서 적

용되는 낙석방지책에 대한 시험법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일관된 평가결과를 제시해야 하므로 (1)현실적(conformity 

with reality), (2)시험의 반복성(reproductibility), (3)시험조

건조정(condition control), (4)비용(cost)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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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볼트형 경강선 12단에 대한 수직낙하시험

표 2. 낙석방지울타리 구성형태에 따른 수직낙하시험

구분 총 단수, 단부지주형태 및 단부보강
낙석중량

(kg)
낙하고

(m)
낙하에너지

(kJ)

Test I 12단+H형 중간지주+H형 단부지주(단부무보강) 400 12.5 50

Test II 12단+H형 중간지주+□형 단부지주(단부보강) 400 12.5 50

Test III 16단+H형 중간지주+□형 단부지주(단부보강) 400 17.5 70

적절한 방법은 수직낙하시험이다(김경석 등, 2005). 본 연구

에서는 낙석의 정확한 위치와 에너지를 쉽게 산정하고 취약

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 높이 

12.5m에서 콘크리트볼 400kg(국내 평균 낙석중량 기준)을 

자유낙하 50kJ의 낙하에너지를 생성시킨다. 또한 낙석방지

책은 3경간으로 하고 단부를 사재가 없는 수직재 각형강관

(기초부 보강)에 대해 실시한다(그림 15 참조). 낙하위치는 

중앙경간으로 지주 하단부로부터 1/3 지점에 크레인을 사용

하여 낙하시킨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실제 도로공사 현장

에 설치되는 단부지주는 콘크리트 기초에 800mm 근입되며 

사보강재로 견고히 구속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속효

과를 묘사하기 위해 지주측면을 철판과 빔으로 보강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 적용된 개발사양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

보강재를 생략하여 에너지 흡수능력을 평가하였다.

경강선 총 단수, 단부 지주형태 및 보강유무에 따라 수행

한 수직낙하시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Test I과 II의 차이는 단부지주의 형태가 H형

강과 각형강관으로 서로 다르며, Test III의 특징은 경강선

의 총 단수가 12단이 아닌 16단으로 되어 있으며 낙하에너

지가 70kJ이다.

4.2 수직낙하시험 결과 분석

Test I에 대한 수직낙하시험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낙석 

콘크리트볼 충돌 시 중앙부 지주에서는 에너지 흡수량 미비

로 그림 1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끝단 지주에서 과다 변형이 

발생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o. 2와 3의 지주에서는 탄성

거동 내에서 미소한 변위만 발생하였다(그림 16(b) 참조). 

Test I은 각 구성요소의 에너지 흡수 및 전달의 문제로 50kJ의 

에너지 흡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st II의 수직낙하시험 결과는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구성요소들이 대체적으로 50kJ 이상의 낙하에너지를 흡

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주와 철망, 경강선의 충격에

너지 분산효과로 인해 지주의 변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탔

다. 특히, 단부지주의 규격이 비틀림 강성이 우수한 각형강

관으로 대체되고 실제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되

는 구속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좌우방향으로 강재빔을 맞대

어 보강하였다. 한편, 콘크리트볼에 의한 낙하충격을 1단의 

경강선에만 집중이 되어 이와 연결된 단부지주 체결부에서 

부분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체결부에서

의 구성요소인 와셔 및 너트의 규격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제10권 제6호 >> 57

(a) 콘크리트볼 충돌 후 (b) 중앙부 상세

그림 16. Test I에 대한 수직낙하시험 결과

(a) 콘크리트볼 충돌 후 (b) 중앙부 상세

그림 17. Test II에 대한 수직낙하시험 결과

(a) 콘크리트볼 충돌 후 (b) 중앙부 상세

그림 18. Test III에 대한 수직낙하시험 결과

Test III의 시험 결과, 그림 18(a)에서 보듯이 1차적으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고 난 다음 철망과 경강선의 변형으로 

생긴 경사로 인해 2차적으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70kJ 이상의 낙하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림 18(b)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중앙부 철망이 일부 파손되었다.

4.3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와 낙석흡수에너지 비교

수직낙하시험을 통해 관찰한 충격흡수 경로는 1차적으로 

고장력 경강선에 의해 흡수되며 이 때 철망의 기능은 에너

지 흡수보다는 보조적 기능으로 주로 낙석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2차적으로는 고장력 경강선에서 흡수된 에너지

가 주변에 인접한 지주를 통해 최종적으로 단부지주에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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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와 흡수에너지 비교

구분
단부

유무

로프

단수

낙하

위치

낙석

중량

(ton)

낙하고

(m)

낙하

에너지

(kJ)

변형량(cm)

중앙부

처짐

좌측지주(1) 우측지주(4)

우 처짐 좌 처짐

도로공사

무 12 하부 0.4 12.5 50 153 79 38 85 42

무 12 하부 0.4 12.5 50 167 110 57 108 50

무 12 중간 0.25 20.0 50 182 102 54 110 47

무 12 중간 0.4 20.0 80 140 146 45 136 52

유 12 중간 0.4 12.5 50 148 40 - 45 -

본 연구

무 12 하부 0.4 12.5 50 183 181 89 189 76

유 12 하부 0.4 12.5 50 138 변위 매우 작음

유 16 하부 0.4 17.5 70 146 135 - 101 1.3

그림 19. 현장적용 사례

에너지를 분산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직낙하시험 결과

와 기존 한국도로공사 기준 성능평가에 대한 시험결과(한국

시설안전기술공단, 2005)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중앙부에서의 처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나 단부지주 유무에 따라 지주변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경강선 12단이고 단부지주

가 있는 경우(Test II에 해당), 기존 도로공사의 로프가 12단

이고 단부가 있는 경우와 비교해 중앙부 처짐과 지주에서 

변형이 모두 작게 나타나 성능면에 있어 현장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현장적용 및 경제성 분석

본 연구를 통해 OO공구 도로공사 현장(총 연장 100m)에 

설치한 경강선 적용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한 전체시스템 및 

세부사항은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에서 보듯이 단부구간

에 사보강재가 없어 설치가 매우 용이하였으며 로프에 대한 

인장작업 없이 단부지주 측면에 고장력 너트로 체결함으로

써 시공이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경강선 이음을 위한 커플

링 작업 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시공성

은 전반적으로 기존과 비교해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참고로 미관상 비교적 심플하고 깨끗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기존 12단 와이어로프 적용 낙석방지울타리와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고장력 경강선에 대한 Supply chain을 

그림 20과 같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의 제작성 및 

비용, 소재의 강도 등을 고려해 Route 1을 선정하였다. 여기

서 신선은 소재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소재인 POSCO 

Wire Rod 지름 12mm를 지름 9mm 이하로 가공하는 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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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제품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적 Supply chain 조사

(a) 총 연장 100m (b) 총 연장 63m

(c) 총 연장 30m

그림 21. 사면 총 연장에 대한 경제성 검토

Route 1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Ø9mm 아연도금 

경강선은 기존 도로공사 표준도에 적용되는 Ø20mm 와이

어로프 대비 제품의 비용이 약 4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12단 낙석방지울타리 설치 총 연장인 100m, 

63m, 30m 각각에 대한 전체 공사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

과는 그림 21과 같다.

총 연장 63m 구간에 대한 시공비(재료비+노무비+경비)

는 기존 도로공사 표준(그림 2 기준) 100% 대비 76%로 약 

24%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연장 100m 구간

에 대한 시공비는 기존 대비 81%로 약 20%의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총 연장이 비교

적 짧은 30m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64%로 약 36%의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사양의 경우 

단부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개발사양에 비해 약 3배 정도 비

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비해 비교적 낙석구간이 

짧고 단부구간이 많이 분포하는 국도에 적용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참고로 16단 경강

선 적용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한 63m 총 연장에 대한 공사

비는 기존 도로공사 표준 100% 대비 80%로 약 20% 비용절

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볼트형 경강선의 낙석방지울

타리 적용에 있어 소재 및 체결부에 대한 실내성능실험 결

과와 더불어 경강선의 단수 및 단부지주 규격에 따른 수직

낙하시험을 통한 흡수에너지 능력에 대해 주로 기술하였으

며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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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결부 인장성능실험 결과, 고장력 너트를 이용해 단부

지주 측면에서 체결하는 방식인 볼트형 경강선은 기존 

체결방식에 비해 성능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흡수에너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 결과, 로프의 직경과 수

직간격이 흡수에너지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

소로 나타났다. 실제 수직낙하시험 결과, 수직간격에 따

른 단수가 증가할수록 흡수에너지가 크게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3) 기존 와이어로프 적용 낙석방지울타리에 비해 수직낙

하시험 결과,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높은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단부지주 체결부와 기초 부분에 대한 구조적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4) 도로공사 절취사면 현장적용 결과, 전반적으로 시공이 

기존 와이어로프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커플

링 연결 등 작업의 숙련도 및 시공과정에 대한 체계적

인 검토가 요구된다.

(5) 경제성 분석결과, 기존 총 연장에 대한 공사비 대비 약 

2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에 비해 비교적 낙석구간이 짧고 단부구간이 

많이 분포하는 국도에 적용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

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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