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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은 국토의 절반이상이 산악지형이며 국토개발에 

따른 자연사면을 변형시키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사면의 낙

석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15a). 낙석에 따른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낙석방지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낙석방지울타리는 전체 낙석방지시설의 약 20%

를 차지하고 있다(KICT, 1999). 낙석방지울타리는 낙석방지

시설 중 보호공법에 해당하며 낙석방지울타리 외에 보호공법

으로는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옹벽, 피암터널이 있다.

국내의 낙석방지울타리는 12.5m의 높이에서 질량 400kg이 

자유낙하할 때 발생하는 낙석에너지인 50kJ에 저항할 수 있도

록 제시되었다(MOLIT, 2008). 이러한 낙석방지울타리는 중간 

및 단부지주, 와이어로프, 철망 및 간격유지대로 구성되어 있

으며 형태는 Fig. 1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인공사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낙석방지울타리 설계를 위한 낙석에너지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Kim 등(2005)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효과적인 낙석방호를 위하여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에너지 흡

수 능력이 약 90kJ~100kJ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Han 등(2016)은 국내 절토사면의 평균 낙석에너지가 약 100kJ

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낙석방지울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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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G 027(EOTA, 2012) 성능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사

례도 있다. ETAG 027(EOTA, 2012)에서는 낙석의 관통여부와 

낙석 방호 후 낙석방지울타리의 잔여 높이 측정을 통하여 성

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Hwang 

(2002)은 낙석방지성능 향상을 위하여 낙석방지울타리의 구

성요소 중 철망과 와이어로프 대신 얇은 철판을 절삭한 부재를 

설치한 신형식 낙석방지울타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Yoo 등(2011)은 낙석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탈면 높

이 낙석중량별 도약높이 및 충격에너지를 검토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 국내의 표준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인 2.5m 기준

으로 비탈면의 높이가 20m 이내의 경우 대부분 낙석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석의 튀는 높이가 높

은 경우에는 적절한 소단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단

을 설치하는 경우, 낙석에너지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으며 이러

한 경우에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가 낮거나 낮은 등급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낙석방지울타리 설계를 위하

여 높은 낙석에너지에 대응할 수 있는 낙석방지 울타리뿐만 

아니라 비탈면 환경에 따른 낙석해석을 수행하고 낙석에너지

의 범위를 세분한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면에 대하여 보다 효

율적으로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낙석 충돌 에너

지별 낙석방지울타리 단면 제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50kJ 낙석방지울타리 외에 낮은 등급(30kJ급)과 높은 

등급(100kJ급) 총 2개의 목표 설계 낙석 충돌에너지를 정하고 

이에 대한 단면 구성 및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성능검증을 수행

하였다. 30kJ 및 100kJ급 낙석방지울타리의 경우, 제작 및 설치

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50kJ급 낙석방지울타리의 제원

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모델 구성 및 등급별 낙석방지울타리 

단면 제시

2.1 유한요소해석 모델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Lee 등(2019)에 의하여 개발된 낙석

방지울타리의 유한요소해석모델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2018)의 Explicit 해

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해석 모델은 Fig. 2와 같으며 철망(Mesh), 

좌·우측 단부지주(PEL 및 PER), 좌·우측 중간지주(PML 및 

PMR), 간격유지대, 와이어로프를 모두 3차원 2절점 보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와이어로프는 중간지주를 관통하여 설치되므로 Fig. 2에서 

중간지주와 와이어로프는 방향을 제외한 변위 자유도를 구

속하였다. 철망은 와이어로프에 약 지주간격의 1/3지점마다 

구속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ABAQUS(2018)에서 제공

하는 tie 옵션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각 지주의 하부 지점은 

고정지점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체는 ETAG 027 

(EOTA, 2012)에서 제안하는 형태의 강체로 모델링하고 질량

은 400kg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30, 50, 100kJ에 해당하는 충

돌에너지는 충돌체의 속도를 달리하여 초기 운동에너지로 모

사하였다. 예를 들어 50kJ 에너지의 경우, 충돌체의 초기 속도

는 약 15.814이다. 충돌체는 초기속도를 가지며 충돌 후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론적으로 충돌체의 속도가 0가 

되는 지점에서 초기 운동에너지(충돌에너지)가 모두 소산 되

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 결과는 충돌체의 속도가 0

가 되는 지점에 대하여 주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50kJ급 낙석방지울타리에서는 지름 20mm의 와이

어로프를 사용한다. 이 때 로프 소선의 단면적을 고려하면 와

이어로프의 단면적은 약 132이다. 또한, 와이어로프의 

탄성계수와 항복강도는 각각 55,400MPa와 1,470MPa로 가정

하였다(Kim et al., 2015b). 지주와 간격유지대의 경우, 탄성계

Fig. 1  Standard rockfall protection fence for 50kJ

Fig. 2  Typical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for 

rockfall protection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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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항복강도는 각각 205,000MPa와 245MPa로 고려하였다. 

철망의 경우, 탄성계수는 지주와 동일하고 항복강도는 290MPa

로 가정하였다. 보다 자세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대한 설명

은 기존연구에 나타나 있다(Lee et al., 2019).

Lee 등(2019)의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해석 모델에 대

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해석모델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검증 결과, 변형형상은 실험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최종 실험 종료 후 발생되는 변위는 최대 6% 이내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석 모델을 

작성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모델의 경우 지간은 3경간

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해석 모델의 지간수

가 증가할수록 여러 지간에 걸쳐 하중분배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보수적인 예측을 위하여 낙석방지울타리를 구성

할 수 있는 최소 지간(3경간)을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낙석에너지별 낙석방지울타리의 표준 단면 제원

Table 1과 Figs. 3(a)~3(b)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30kJ급과 

100kJ급에 해당하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제원을 나타낸다. 50kJ

급 낙석방지울타리의 제원(Fig. 1)을 기반으로 30 kJ급과 

100kJ급 낙석방지울타리의 제원을 결정하였다. 

50kJ급의 낙석방지울타리에서 단부지주와 사재는 각형강

관(150×150×4.5)을 사용하였고 중간지주는 H형강(150×75× 

5×7)을 적용하였다. 철망은 지름 4mm이며 50mm×50mm 간격

을 가지고 있다(Φ4.0×50×50). 와이어로프의 직경은 20mm이

다(Φ20).

Fig. 3(a)는 제안된 30kJ급 낙석방지울타리의 표준도를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설계, 제작 및 설치

의 편의성을 위하여 가능한 50kJ급 표준도를 최소한으로 수정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30kJ급 낙석방지울타리

의 경우, 단부지주와 사재는 50kJ급보다 작은 125×125×4.5의 

각형강관을 적용하였다. 또한, 와이어로프의 직경은 12mm를 

적용하였으며 철망은 기존의 50 kJ급과 동일하게 Φ4.0×50×50

를 사용하였다. 12mm 직경의 와이어로프 단면적은 50kJ급에 

사용되는 20mm 직경 와이어로프 소선의 단면적비를 고려하

여 38.5으로 가정하였다. 

Fig. 3(b)는 100kJ급 낙석방지울타리의 제안된 표준단면을 

나타낸다. 100kJ급의 경우, 사전해석 결과 중간지주와 철망의 

흡수에너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50kJ급 낙석방지울타리

Table 1  Proposed rockfall protection fence dimensions for various 

rockfall impact energy

Rockfall impact energy

30kJ
50kJ 

(Ref. model)
100kJ

End Post □-125×125×4.5 □-150×150×4.5 □-150×150×4.5

Middle Post H-150×75×5×7 H-150×75×5×7 □-150×150×4.5

Diagonal 

member
□-125×125×4.5 □-150×150×4.5 □-150×150×4.5

Mesh Φ4×50×50 Φ4×50×50
Φ4×50×50, 

Double layers

Wire rope Φ12 Φ20 Φ20

(a) 

(b) 

Fig. 3  Proposed rockfall protection fence for rockfall impact 

energy of: (a) 30kJ; and (b) 100kJ 

(a)

(b)

Fig. 4  Finite element model for rockfall impact energy of: 

(a) 30kJ; and (b) 100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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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으로 중간지주를 단부지주와 동일한 150×150×4.5의 

각형강관을 적용하고 국내의 철망 제조현황을 고려하여 50kJ

급에서 사용된 철망(Φ4.0×50×50)을 2겹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제안하였다. 해석 시 철망을 2겹으로 직접 모델링하는 것은 

해석의 수렴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철망의 단면적을 2배 크게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철망의 경

우, 대부분 인장응력에만 저항함으로 철망을 2겹을 사용하였

을 경우 인장강성 및 강도는 단면적에 비례함으로 단면적을 2

배로 조정하여 모델링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해석에 사용된 

해석 모델은 Fig. 4와 같다.

3.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낙석방지울타리 성능검증

기존 연구(Lee et al., 2019)에서 50kJ급의 낙석방지울타리

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성능검증이 이루어졌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30kJ급과 100kJ급 방호울타리에 대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Lee 등(2019)의 해석결과, 와이어로프의 

에너지 소산 기여도는 작으나 하중을 철망과 지주에 고르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에너지 소산은 철망

과 지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30kJ과 100kJ급 낙석방지울타리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

3.1 30kJ 표준 낙석방지울타리

30kJ급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 나타난 총 운동에너지-시간 관계

와 충돌체의 속도, 가 0일 때 변형형상은 Figs. 5~6과 같

다. Fig. 5에서 와 축은 각각 충돌 이후의 시간과 총 운동에

너지를 보여준다. 충돌 이후 총 운동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돌체의 가 0일 때 시간은 약 

0.094sec이다. 여기서 충돌체가 낙석방지울타리에 충돌하는 

최초 시간은 0.029sec이므로 가 0 에 도달하는 시간은 충

돌로부터 0.065sec이다.

Fig. 5에서 충돌체의 가 0인 경우에도 총 운동에너지

는 0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돌체의 가 0 가 

되더라도 충돌에 의하여 낙석방지울타리가 지속적으로 진동

하게 되어 이러한 운동에너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충돌체의 가 0일 때 망의 최대 

변위는 약 750.30mm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부 지주 

PER의 방향 변위(낙석방지울타리 길이방향 변위)는 약 1.42 

mm로 변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30kJ급 낙석에 충분히 

저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해석결과 나타난 각 낙석방지울타리를 구성하는 

요소별 에너지 흡수 기여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지주(PML 및 PMR)가 총 낙석에너지 30kJ 

중 11.8kJ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약 36%의 가장 큰 에너지 소산

에 기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망의 경우, 국내의 설계기준

(MOLIT, 2008)에 따르면 25kJ까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석결과 약 5.65kJ의 에너지를 흡수

하는 것으로 나타나 망은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충돌 후 잔류 높이는 약 1,94mm(Fig. 6 참조)로 전체 높이 

2,000mm 대비 약 97.3%로 ETAG 027(EOTA, 2012)기준인 

Class A를 나타내는 80%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Fig. 5  Total kinetic energy vs. time(30kJ)

Fig. 6  Deformed shape at =0(30kJ)

Fig. 7  Contribution to energy dissipation of the members(30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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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잔류 높이는 충돌 후 변형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의 낙석

방지울타리 높이를 말하며 Fig. 6의 우측 그림에서 Δh=55mm

는 변형 전후의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3.2 100kJ 표준 낙석방지울타리

본 연구에서는 30kJ급 낙석방지울타리 외에 100kJ급 낙석

방지울타리의 표준도를 제안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여 

성능검증을 하였다. Figs. 8~10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보여

준다. Fig. 8은 시간에 따른 총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운동에너지는 충둘 후 급격히 감

소하며 약 0.061sec에서 충돌체의 는 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충돌체가 낙석방지울타리에 충돌하는 최초 

시간은 0.016sec이므로 가 0에 도달하는 시간은 충돌로

부터 0.045sec이며 30kJ급 낙석방지울타리보다 시간이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다. 

충돌체의 가 0일 때 나타난 변형 형상은 Fig. 9와 같다. 

망의 최대변형은 862mm로 30kJ의 해석결과와 비교하면 약 

14.9%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부 PER의 방향 변위는 약 

13mm로 30kJ급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그리 크

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잔류 높이는 1,899mm로 전

체 높이 대비 95%로 충분히 낙석을 방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0은 해석결과 나타난 100kJ급 낙석방지울타리의 부재

별 에너지 흡수 기여도를 나타낸다. 해석결과 망의 흡수에너

지는 총 26.81kJ로 나타났다. 망은 2겹을 사용하였으므로 2겹

의 총 허용 낙석에너지 50kJ(25kJ×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 중간 지주의 에너지 흡수 기여도가 망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개의 중간지주가 흡수한 낙석 충돌 에너

지는 약 20.72kJ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나의 중간지주는 최소 

11kJ이상의 에너지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0kJ의 경우는 중간지주의 에너지 흡수 기여도가 가장 큰 

반면에 100kJ에서는 망의 에너지 흡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30kJ과 100kJ 낙석방지울타리의 제원이 크게 바

뀌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는 중간지

주가 H형강(150×75×5×7)에서 각형강관(150×150×4.5)로 변

경되면서 강성과 강도가 증가하여 망으로 충돌 에너지가 집중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2겹을 사용하는 경우 철망의 

안전율은 약 2정도로 다소 크게 평가되었다. 만약 현재 사용된 

Φ4.0×50×50외 다른 규격의 망이 자유롭게 생산이 된다면 보

다 합리적으로 100kJ급 낙석방지울타리의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0kJ의 경우도 낮은 등급의 철

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제안된 30kJ급 및 

100kJ급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모든 경우에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석에는 2겹의 철망을 1겹의 등가 철망으로 환산하는 등 여

러 가정이 동반되므로 실험을 통한 추가적인 성능검증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초의 전도 등과 같은 

기초의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낙석방지울타

리 제작 사정 상 다양한 변수해석을 통한 제원의 최적화를 수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Fig. 8  Total kinetic energy vs. time(100kJ)

Fig. 9  Deformed shape at =0(100kJ) Fig. 10  Contribution to energy dissipation of the members(100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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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50kJ급 낙석방지울타리 외에 효율적

인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를 위하여 30kJ급 및 100kJ급의 낙

석방지울타리 형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형식은 국내의 제작 

및 설치 현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50kJ급 낙석방지울타리 형상

을 최소한으로 변경하였다. 이 후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제

시된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낙석방지 울타리의 최종 잔류 높이 비율은 30kJ급

과 100kJ급 두 개에 대하여 각각 97.3%와 95%로 낙석 방호 성

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kJ급 낙석방지 울타리의 경

우, 중간지주의 에너지 흡수 비율이 전체 낙석에너지의 3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망의 에너지 흡수 기여도는 

19%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kJ급 낙석방지울타라는 철망의 

에너지 소산 기여도가 2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간 

지주의 강성 및 강도 증가로 철망의 에너지 소산 기여도가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 결과 100kJ급 낙석방지 울타리의 

중간 지주 에너지 소산 능력은 약 11kJ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제안된 낙석방지울타

리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실험을 통하여 추가적인 성능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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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대한민국은 산악지형이 많으며 사면붕괴로 인한 도로구조물 및 인명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사면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낙석방지시설이 필요하다. 국내의 낙석방지울타리는 50kJ의 낙석 충돌 에너지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낙석

에너지의 크기는 사면의 형태 및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며 약 100kJ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낙석방지울타리의 설계 및 설

치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낙석에너지에 맞는 표준화된 낙석방지울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낙석에너지에 따른 

낙석방지울타리의 표준 단면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존 50kJ 낙석방호울타리 외에 30kJ 및 100kJ급 낙

석방지울타리를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낙석방지울타리, 낙석에너지, 충돌 설계, 충돌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