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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 및 철도, 신도시, 댐 등 각종 대규모 건설 사

업이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절토 및 성

토로 조성된 사면들은 주변과의 연속적인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루어, 산림과 이질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면공사는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며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 공사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식생을 통한 사

면 보강 효과는 식생의 근압으로 인한 사면 표토층의 

전단강도 증가를 유발하게 됨을 기존의 연구들에서 

검증되어 왔다. (Willigen et al., 2011, Chok et al., 

2004).  지금까지의 국내 사면녹화는 조기녹화를 위해 

외래초종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위 경관과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시공 초기에 토종녹화식물들에 대

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침입과 생육에 지장을 주었

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외래초종들의 소멸과 쇠

퇴로 재시공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Cho et al., 

2010). 최근 개설되고 있는 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넓고 경사가 급하게 절개됨에 따라서 대규

모 비탈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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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a synthetic resine based net-hose system to sustain vegetated 
embankment slope reinforcement. The net-hose system is designated to improve water supply to the vegetation that can 
suffer the lack of water in case of extreme drying condition or rock slope where water supp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to ensure the growth of vegetation. A series of laboratory tests were conducted to check the structural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net-hose syst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del slope equipped with net-hose system seemed to 
provide better water supply resulting in more vegetated areas and higher matric suction due to active water uptake 
capacity, which might be contributed to greater shear strength of slope surface. A limited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water uptake on vegetated root system that generally yields better slop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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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면에는 식생이 생육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자생적인 힘으로 식생이 복원되기에

는 장기간이 소요 된다. 토종 녹화식물을 활용한 사면

녹화는 훼손된 사면을 안전하게 녹화하여 침식붕괴를 

방지하고 경관을 조기에 회복시키며, 단절된 자연환경

과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조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Song et al.,, 2005). 암반사

면 같은 척박한 지형 및 기후조건에서는 사면녹화 식

물의 원활한 활착률 및 생장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호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이러

한 악조건에서도 원활한 수분공급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녹화 식물의 생장률을 향상시켜 궁극적

으로 성토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네트호스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사면녹화 시 원활한 수분공급을 하

기 위한 네트호스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종류의 시작품을 제작 하였다 (Fig. 1 참조).

(1) 네트호스 I (폴리프로필렌 + 폴리에스터 스판레

스 부직포)

  • 폴리프로필렌 합사를 능형망의 다각구조를 띠

게 하여 다공성 원형 호스를 제작

  • 다공성 다각망구조에 외부물을 빨아들일 순면

사를 호스 종방향으로 설치

  • 다공성 다각망구조의 네트호스에 폴리에스터 

스판레스를 삽입하여 수분을 흡수하는 구조

 (2) 네트호스 II (부직포 메쉬+스펀지 )

  • 스펀지에 나일론 매쉬를 접착하여 원형 또는 

사각의 다공성 스폰지 네트호스를 제작

Fig. 1 Schematic Design of Net-hose

2.1 네트호스 수분 흡수력 실험

사면 표피 내에 원활한 물 흡수와 보습을 위해서는 

네트호스의 물 흡수력과 네트호스 내 수 투수성이 중

요하다. 따라서 두 가지 네트호스에 대하여 물 흡수력 

실험을 하였다. 실험 방법으로는 스폰지 자체의 물 흡

수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네트호스를 1:2.0 사면 구배

를 고려한 평면판에 고정시키고, 한쪽 끝은 파란색 잉

크물에 담가 24시간 관찰하였다. 스폰지 재질의 네트

호스 II는 물 흡수 및 흐름이 미비하였으며, 폴리프로

필렌 재질의 네트호스 I은 10분 동안 약 30 cm 이상, 

30분 동안 1 m 거리의 잉크물을 흡수하였다. 네트호

스의 주 역할인 수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네트

호스 II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

서는 제외하였다. 네트호스에 물 공급 시 토양내의 수

분진행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사각형 철판에 네

트호스를 설치하고 흙으로 다짐하여 물을 공급 하였

다. 흙의 투수계수 및 다짐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지만,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호스 

I  단면을 따라 종 ․ 횡 방향으로 주변 흙에 수분을 

침투시킴으로써 흙의 함수비를 증가시킴을 확인하였

다. 이는 특히 하절기 강우 후 가뭄 지속시간이 길어

질 때, 네트호스를 통한 수분공급이 확보가 된다면 녹

화식물의 활착 및 생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

단된다. 다만, 이는 네트호스로 수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별도의 수분 공급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한, 본 실험에서 확인한 수분 진행정도는 네트호스를 

현장에 시공할 시, 소요 사면면적에 얼마만큼의 수량

이 필요한 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추후 현장 적용 및 개발 사업을 위해서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itial condition           1 day elapsed

 

  2 days elapsed           3 days elapsed

Fig. 2 Process of Water Diffusion via Ne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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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네트호스 인장강도 실험

네트호스의 재질의 내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장

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네트호스 자체는 사면의 안

정성에 기여하는 구조물은 아니지만 장기간동안 수분

을 공급하고 보습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은 실

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총 4편의 시료를 실험하

여 평균값을 얻고자 하였으나, 시료 1은 실험 중 오류

로 무시하고 시료 2∼4 번째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평

균 인장강도는 76 MPa로 일반 폴리프로필렌의 인장

강도 35 MPa와 비교하였을 때 2배 정도 큰 값을 보

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네트를 형성하고 

있는 재료 및 부직포로 보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반면 항복강도는 약 34 MPa로 일반적인 인장강도

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1. Summary of Permanent Deformation Model

Specimen
Designation

Area
()

Max. Load
(N)

Tensile Strength 
(MPa)

Net-1 12 402 33.5

Net-2 12 916 76.3

Net-3 12 916 76.3

Net-4 12 914 76.1

3. 모형사면 실험방법 및 결과

성토사면을 축소 구현한 실내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서 길이 500 mm. 너비 150 mm, 높이 75 mm로 Steel 

재질의 프레임과 투명아크릴판으로 구성된 모형토조

를 제작하여 토조 바닥에는 6개의 배수구와 1개의 측

면 배수구를 설치하였다. 강우장치로는 7개 밸브를 

200 m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유량계를 설치하여 시

간당 0∼80 mm/h를 강우 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Fig. 4 참조). 

Fig. 4 Schematic of Model Chamber for Slope Test

모형 사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 화강 풍화토를 

확보하여 Table 2 에서처럼 기본 물성 실험을 수행한 

후 Fig. 5 에서처럼 모형 사면을 조성하였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1:1.5 기울기로 사면을 조성한 후 중

앙부분에 플라스틱 보드판으로 경계면을 만들어 그림

에 좌측부분은 네트호스를 시공하고 우측부분은 네트

호스 없는 단면을 조성하였다. 네트호스 시스템은 네

트호스 시작부를 수분공급 토조에 연결하여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하였다. 토종식물 6본을 동일한 양으

로 나눈 후 양 단면에 골고루 파종을 수행하였다. 또

한, 텐시오미터와 함수측정 센서들을 사면의 각기 다

른 위치에 매설한 후, 네트호스 수분공급 토조에 물을 

채워놓은 후, 강우를 양 단면에 20 mm/hr 강우강도로 

1시간 씩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강우를 모사하였다.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Weathered Granie Soil

Item Value

Soil Classification Sandy Clay (SC)

Liquid Limit (%) 33.3

Plastic Limit (%) Non Plastic

Coeff. of Permeability (cm/s) 4.3×10-5

Opt. of Moisture Content (%) 18

Max. Dry Unit Weight (KN/m3) 20.5

 

Installation of Net hose Spray seeds 

 Installation of sensor   Supply water

Fig. 5 Procedure for Model Test

씨앗 파종 후 약 2일 후부터 씨앗이 발아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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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Fig. 6에서 볼 수 있

듯이, 그림 좌측의 네트호스 시스템이 있는 단면에서 

발아숫자 340 종, 미설치 구역 210 종으로 녹화식물

의 성장량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참조).

Fig. 6 Comparison of Vegetated Slope Area

Fig. 7 Comparison of Number of Vegetation

Fig. 8 은 텐시오미터와 수분측정 센서 측정값을 이

용하여 산정한 함수특성곡선을 비교하고 있으며, 모관

흡수력 (matric suction) 100 kPa 이상인 경우 네트호

스 시스템으로 인한 녹화식물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단면에서 동일한 체적함수비에서의 모관흡수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녹화식물 근

압으로 인한 사면 표면에서의 모관흡수력 증가로 사

면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Comparison of Soil Water Characteristic Curve

4. 수치해석 방법 및 결과

4.1 침투해석 결과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SEEP/W을 이용하여 국내 

표준 철도노반 단면의 시공기면 폭과 (약 12m) 비탈

면 기울기(1:1.5)를 고려하여 형성 하였다. 이를 위해

서 본 연구에서 실험한 시료의 함수특성곡선 데이터

를 이용하였다. 이는 네트호스 시스템을 철도성토사면

에 설치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내시험에서 

측정한 시간 추이별 함수특성곡선 데이터를 입력치로 

하여 부정류 상태 (transient flow)를 구현하여 시간 별 

수두 및 간극수압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화도 분포를 산정해 보았다. Fig. 9는 형

성된 모델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하수위는 해석 

결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하부에 위

치 시켰다. 20 mm/hr 강우강도를 24시간 강우지속시

간으로 모사 후의 침투양상을 비식생 사면, 녹화율 60 

%, 조건에서 각각 비교해 보았다. 또한, 사면 녹화식

물의 영향 깊이를 1 m 로 가정하여 포화도 분포에 

대한 영향 정도를 알아보았다. Table 2의 흙 재료 물

성 및 Fig. 8의 함수특성곡선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Fig. 10은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9 Railroad Embankment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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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0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Degree of Saturation 
(a) no vegetation (b) 60% vegetated

해석 결과, 녹화식생이 있는 경우 함수특성으로 강

우 후 동일 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 변화 추이가 상이

함을 확인 하였다. 경사면을 따라 영향깊이에서 우선

적으로 포화 영역이 형성되나 녹화식물이 없는 경우

와 비교하였을 때, 궤도 중앙부 하부에서의 지하수위

는 상대적으로 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이는 성토사면 표피 근처의 식생의 물리적 작용이 

불포화토 해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2 사면안정해석 결과

철도 및 도로의 사면은 강우 시 또는 집중호우 시 

악조건 속에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면안전율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여야 한다. 강우가 멈춘 후 건

조가 되어가면서 식물의 증산능력 증가와 함께 급격

한 모관흡수력 증가를 기초로 하여 식생이 없는 사면

과 식생이 있는 사면의 안전율 회복시간의 차이를 비

교 해 보았다. 앞선 수치해석에서 사용된 지반정수를 

사용하고, 20 mm/h의 강우강도로 6시간 강우 후 강우

를 멈추고 갠 날씨와 식생 피복으로 인한 강우 후 건

조 기간동안 증산효과를 성토사면 전면적에 시간당 

10 mm와 시간당 20 mm의 증산량이 발생한다고 가정

하여 사면안정해석을 하였다. Fig. 11 해석결과 강우 

시 0.5까지 하락한 안전율은 강우가 멈춘 후 안전율 

1.4를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연건조 시 11시간, 

증산량 10 mm/h 일 때 4시간, 증산량 20 mm/h일 때 

2시간으로 식생피복사면의 안전율 회복이 월등하게 

빠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네트호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토사면의 녹화율 및 활착율을 확보하여 

녹화식생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확보하여 사면 표면에

서의 안전을 확보한다면 가능한 결과로 판단되며, 추

후 현장 적용시험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Fig. 11 Factor of Safety Variation due to Vegetation of 
Slope

5. 결 론 

본 연구는 폴리프로필렌+부직포로 이루어진 네트호

스(Net Hose) 제작으로 그로 인한 토질의 함수비 변

화와 토종식물의 성장, 그로 인한 사면안정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친환경 사면

녹화공법의 개발을 목표로 이에 사면녹화 보강 시 사

면안정 해석 기법을 제안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본 과제에서 개발된 네트호스는 수분 흡입력, 

주변 토양으로의 수분 전달력, 그리고 외부조건에 대

한 내구성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추후 현장적

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한  시제품 생

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실내시험 결과, 네트호스가 시공된 녹화사면에

서 지속적인 수분공급으로 식생의 발아율, 활착율, 녹

화율이 미시공된 단면보다 월등히 개선되었고 또한 

수분의 보습율 또한 실험기간동안 일정한 패턴을 유

지시킴을 확인하였다.

(3) 네트호스 설치 사면은 비교적 높은 함수비를 

유지하면서도 그만큼 식생의 활발한 생장으로 뿌리로

부터 큰 모관 흡수력을 발휘하게 됨을 함수특성곡선

의 예측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토사의 전단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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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실을 방지함으로써 사면안전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치해석을 이용한 침투 및 사면안정 해석을 

실시하여 실내시험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사면안정 

해석 시 녹화식물의 사면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는 개발된 네트호스를 통해 녹화

식생의 원활한 생장을 확보한다면 현장 적용 시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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