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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철도변 사면의 붕괴나 낙석의 발생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궤도가 손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되고 있다 철도가 대량 수송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위험요인의 발생은 심각한 대규모 인. ,

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변 사면의 보수유지 관리측면에서 표층의 안정화는 심층

파괴의 대책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특히 산악 지형 통과 노선 인접사면은 개설된. ,

이래 동결과 융해의 반복작용 주변의 열차 통행 각종 공사시 건설장비의 진동 절리나 균열부에 침입한, , ,

나무 뿌리에 의한 풍하중의 지렛대 역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암반이 급속히 약화 이완되어 그 불안정,

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층안정화 대책들로 피암터널 콘크리. ,

트 옹벽 낙석방호책 숏크리트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공법들은 강성 구조 개념, H-BEAM , , ( ,rigid type)剛性

이 적용되어 구조물의 규모가 충격에너지 흡수 능력에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시공의,

대규모화 공사기간의 장기화 미관의 불량 등의 단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노, , .

견이 거의 없는 국내 철도에서 발생하는 구조물 설치 부지 및 작업 공간의 협소로 인한 작업간 안전사

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중대한 시공 저해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의 원리를 적용한 공법과 그 시공사례를 소개 및 검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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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원리가 이용된 사면 보강 시스템2.

일반적인 표층 보호 대책2.1

암반사면에 대한 사면보강시스템은 대응 방식에 따라 능동적인 방법(active or stabilization method)

과 수동적인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 표 능동적인 방법은 사면 붕괴(passive or protection method) ( 2.1).

낙석 발생 자체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낙석 예상 암괴를 제거하거나 락볼트 앵커 숏크리트 고강도 텐( ) , , , ,

션 테코 네트와 같은 보강재를 이용하여 탈락가능암괴를 고정 제자리에 안정화 시키는 방법이며 수동적( ) , ,

인 방법은 표층붕괴 또는 낙석의 발생은 용인하되 보호대상 시설물을 이동시키거나 시설물 주변에 피암

터널 낙석방호책과 같은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물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

표 사면보강시스템의 분류2.1

Stabilization methods Protection methods

Excavation

Scaling and trimming

Groundwater control and drainage

Rock reinforcement and rock support

Shotcrete and mortar

Dental treatment

Rockbolts, dowels, rock anchor

Buttresses and bulkheads

Retaining walls and tie-back walls

Anchored beams and strapping

Beam and cable walls

Cables nets, lashings and chains

Relocation

Tunnels and rock sheds

Interception ditches and shaped ditches

Interception berms and shaped berms

Catch walls

Draped and pinned mesh

Catch fences, catch nets

이중 표층붕괴 대책으로 국내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능동적인 방법으로는 숏크리트 콘크리트 옹벽,

등이 있으며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피암터널 낙석방호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공법들은 강성체로서, , . ,

힘으로 낙석에너지에 대항하는 구조이므로 시공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낙석에너지 흡수능력 등에서 부, , ,

분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표( 2.2).

표 대표적인 대책공법의 문제점2.2

대 책 공 법 적 용 사 면 단 점

숏크리트
락볼트 보강사면의 표층처리

절리 발달 암반사면의 피복처리

숏크리트 자체 열화에 의한 붕괴

원지반과의 밀착불량에 의한 붕괴 등

피암터널
상부 보강면적이 광범위하여 구조물만

보호해야 할 경우

장비사용 등 시공성이 불량

미관이 불량

공사비 과다 소요

낙석방호책 소규모의 낙석 발생 지역
낙석에너지 흡수율이 저조

사용시 시공성이 불량H-BEAM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기존 공법들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구조물의 경량화에,

따른 시공의 간편함 미관의 양호함 공사 기간의 단축 및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감소와 같은 장점을, ,

지닌 유연성 원리가 적용된 공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유로코드 에서는 표층보호공을 그 부재의 물성에 따라 숏크7



리트와 같은 강성피복공 지오멤브레인과 같은 연성피복공 및 두 공법의 장점을 살린 유연성피복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면내 변위를 일정량 허용하면서 지지하므로 토사 및 암반 사면에 대한 적용성이 우,

수한 유연성피복공의 경우 철도 및 도로변 사면의 유지보수에 적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

유연성 원리가 적용된 공법2.2

유연성 원리의 적용은 구성부재의 물리적 특성 및 낙석 충돌시 전체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

으며 수동적인 낙석 대응 방식에는 링네트 공법 능동적인 방식에서는 고강도 텐션네트 공법과 암부착망,

공법이 대표적이다.

링네트 공법①

낙석가능암괴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여 사면 전체에 대한 보강이 불가능할 경우 수동적인 방,

법을 채택하여 구조물 보호가 가능한 공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된 대책은,

피암 터널 낙석방지책 등이다 이러한 공법들은 강성 구조로 이루어져 에너지 흡수 능력의 수준이, .

유연성 시스템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림( 2.1).

그림 강성 구조물과 연성 구조물에 있어서의 하중 변위 특성2.1 (rigid) (flexible) -

이에 반해 유연성 원리가 적용된 링네트 공법은 구성부재에 대한 과도한 응력발생을 막고 방호책,

전체가 유연하게 균형을 잡아 변형하는 구조로서 높은 수준의 낙석운동에너지 흡수를 가능케 한다, .

링네트 공법은 링네트 브레이크 링 등의 유연성이 있는 부재가 사용된 공법이며 낙석에너지에 대,

해 방호책 전체가 유연하게 균형을 잡아 변형하는 구조로서 최대

의 높은 수준의 낙석운동에너지 흡수를 가능케 한다 또한3,000kJ .

기존공법의 성능이 정량적인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데 반해 링네

트 공법은 낙석 방호시스템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스위스

연방정부의 실물 시험을 통과하여 그 에너지 흡수 능력을 인정받았

다 링네트 공법에서 낙석에너지 흡수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순차.

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3).

단계 낙석의 충격을 받은 링네트는 탄 소성 변형으로 에a.1 : ㆍ

너지를 흡수하며 운동에너지의 대부분은 개개의 링네,

트 변형의 총합에 의해 상쇄된다.

단계 다음에 브레이크 링에 의한 에너지 흡수가 시작된다 즉 브레이크 링의 변형 및 마찰b.2 : . ,

저항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단계 최종적으로 링네트 낙석방호책 전체가 잔존 에너지를 흡수한다 즉 하중방향의 변화에c.3 : . ,

대응하는 와이어로프 앵커 등의 시스템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림 실물 낙석 시험2.2



단계1

링네트에 충격이 가해진 후 하중i)

이 고르게 분포

충격 흡수전( ) 충격 흡수중( )

충격시 개개 링네트의 변형도ii)

단계2

에너지 흡수전i) 에너지 흡수후ii)

단계3

그림 유연성 방호책의 작동 메커니즘2.3

고강도 텐션 테코 네트 공법( )②

암괴의 이완으로 표층 붕괴의 가능성이 많은 사면의 표층보호를 위한 기존 공법으로 락볼트와 숏

크리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숏크리트는 시공후 단기간 내에 재료자체의 열화 원지반과의 밀착 불. , ,

량 등으로 붕괴될 우려가 높고 강성체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면 변위에도 바로 균열 그리고 연쇄, ,

적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숏크리트 사면은 미관이 불량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재.

고의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선진 유럽 등지에서는 사면 보강의 효과와 미관 보강체의 지속성 등. ,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대안을 탐색해 왔으며 그 결과 유연성 강도 부식성에서 탁월한 부재를 이용, , ,

한 고강도 텐션 테코( )네트 공법이 개발되었다.

고강도 텐션 테코( )네트 공법은 지반의 전단강도를

높이기 위해 네일을 설치한 후 고인장 강도(1,770

N/mm2 이상 를 지닌 텐션) 테코( )네트를 프리텐션닝을

가해주면서 사면에 밀착시켜 표면의 응력을 강화하고,

결국 전체사면을 일체화하여 표면의 낙석보호와 심층

의 파괴에 대처하는 사면보강공법으로 유로코드 의7

유연성 피복공 에 해당한다(Flexible Facing) .

본 시스템에서 네일은 기존의 쏘일네일링에서와 같

이 지반내 변형이 발생한 후에 힘을 발휘하는 수동적

방법 이 아니라 미리 긴장(passive type) (pretension)

을 가하는 능동적 방법 으로써 설치된다(active type) .

네일의 긴장 은 특수지압판과 유연성이 있는 고강도 네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네일(pretension) ,

그림 고강도 텐션네트 모식도2.4



두부의 너트를 조임에 따라 약 에서 까지의 긴장력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긴장력30kN 50kN .

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pretensioning force) .

네일에 대한 긴장 은 특수지압판) (pretension)ⅰ

과 여기에 정착된 네트가 하부지반으로 밀착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표층에 작용,

하는 외부압력은 사면에 추가적인 마찰력을

증대시키고 이는 전체적인 사면안정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친다.

불연속면의 거칠기는 불연속면의 전단강도에)ⅱ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거칠기각, (roughness

이 전단강도에 포함될 때 다음 식으angle;i)

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2.6(a)).

τ σ φ

이는 불연속면이 거칠수록 전단강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불연속면의 거친 정도는 거칠기각,

의 효과를 잘 설명해주는 로 표현할 수 있다 는 표면의 불규칙성을 뜻하'asperities' . asperities

며 그 파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림, ( 2.6).

파장의 길이가 이상으로 거칠기각 은first-order asperities : 500 mm (roughness angle;i)ㆍ

보통 이하로 측정된다10~15° .

파장의 길이가 이하로 거칠기각second-order asperities : 50~100 mm (roughness angle;i)ㆍ

은 보통 이상으로 측정된다20~30° .

자연상태에서 암괴가 불연속면을 따라 이동할 때 불연속면이 갈리면서 그림 결국( 2.6(a))

만이 마찰저항각으로 작용한다 그림 이에 반해 네일 보강과 프리first-order asperities ( 2.6(b)).

텐션닝이 가해진 고강도텐션 테코( )네트가 암괴에 압력을 가할 때 가, second-order asperities

온전히 발휘되어 마찰각이 최소한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20° ( 2.6(c)).

불연속면 거칠기와 전단강도의 관계(a) (b) first order asperities(i1) (c) second order asperities(i2)

그림 불연속면 거칠기의 효과2.6

만약 긴장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부적인 암괴 또는 토체 의 슬라이딩이 발생한다) (pretension) ( )ⅲ

면 네트에는 발출하려는 암괴 또는 토체 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먼저 변형, ( )

이 발생되어야만 한다 본 시스템에서 지압판에 일정압력을 미리 가하는 것은 네트에 프리텐션.

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부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충분히 결집된 것을 의미한,

다 결과적으로 파괴체는 보강대상사면으로부터 더 이상 이완되지 않고 고정된다. .

그림 긴장력 의 적용2.5 (pretension)



암부착망 공법③

본 공법은 고장력 와이어로프 네트 패널(A=4.0m×4.0m)

을 와이어로프 앵커와 육각지압판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

를 주면서 사면에 밀착시키며 이로 인해 표면의 응력이 강,

화된다 또한 네트의 경계부는 와이어로프 앵커 내부는 내. ,

부앵커 게비네일 로 심층을 지지하여 지반의 전단강도를 높( )

여주는데 이로 인해 앵커와 네트간에 작용하는 힘의 상호

접선이동으로 표층의 낙석보호와 심층의 파괴에 대처하게

된다 그림( 2.8).

암괴의 이완이 진행되어 네트 패널에 이완하중이 발생할

경우에도 하중은 와이어로프 네트 패널과 메쉬를 결속하고

있는 횡방향 종방향 와이어로프를 통해 전체 시스템으로 전달되는데 이 때 모든 와이어로프에서, ,

발생하는 인장력은 설치된 모든 앵커로 전달되어 결국 전체시스템이 흡수하게 된다 그림( 2.9).

암부착망 공법은 고강도텐션네트 공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나 표면이 매우 울퉁불퉁하거나 암,

괴의 탈루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면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철도변 사면에서 선로를 따라 존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독립암괴의 탈루를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2.7).

그림 암부착망 개념도2.8 그림 설치 단면2.9

적용사례 연구3.

충북선동량 삼탄간 설치 사례3.1 ( - )

본 현장은 충북선 동량 삼탄간 지점의 사면으로 선캠브리아기의 화강암질 편마암이 분포- 99km ,

하며 의 매우 급한 경사로 이루어진 토사 및 암반 혼재 사면이다 검토 당시 풍화의 진행, 45~85° . ,

충북선 복선화 공사시 건설 장비의 진동 통행 열차의 진동 등으로 사면에 분포하는 암괴의 이완이,

상당히 진행되어 낙석 및 부분적인 사면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그림 실제로 보강( 3.1).

시스템이 설치되기 전에도 수차례 낙석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본 사면의 경우 사면과 인접한 하행선 철도 외에도 상행선 철교 삼탄천교 가 있어 낙석이( )

교각과 충돌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었고 그 결,

과 낙석에너지 흡수 능력 및 그에 대한 신뢰도 시공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 ,

링네트 공법 과 암부착망 공법(RX-150, L=520m) (A=2,896m2 이 복합 시공되었다) .

그림 암부착망 설치2.7



그림 사면 전경3.1 그림 낙석방호3.2

본 공법 적용후 년 월 일 하중 톤 규모의 낙석 암괴크기 이 발생2003 2 21 , 16 ( : 2.4m×1.8m×1.5m)

했으나 이를 완벽하게 잡아냄으로서 바로 아래의 선로와 철도교량을 보호할 수 있었다 본 낙석발생.

지점은 노견이 거의 없고 선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 낙석이 그대로 선로에 떨어졌을 경우 운행열차

의 탈선은 물론 상선의 하단부 교각까지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대형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낙석충격에너지는 낙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역해석 결과 에 이르는 것으. 1,200kJ

로 나타났고 조사결과 발생지점은 링네트 설치위치로부터 약 상단부 선로에서 약 이격지50m ( 60m

점 였으며 충격시 지주를 먼저 가격하고 링네트에 포획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 3.2)

경전선명봉 이양간 설치 사례3.2 ( - )

본 사면은 경전선 명봉 이양간 지점에 위치하며 하부의 암반사면 과 상부의 토- 252.3km (H=10m)

사 암반 혼재 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3).ㆍ

상부 사면은 높이가 최고 경사가 에 이르는 토사 암반 혼재 사면으로 최대70 m, 60~70° 2.5ㆍ

의 낙석 예상 암괴가 다량 분포한다 본 사면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탈루에 의한 제거 락볼트 낙m . , ,

석방지망 피암터널 등 여러 대책이 검토되었으나 각각 주변의 불안정한 암괴의 대량 낙석화 시공, , ,

상의 어려움 낙석방호수준 경제성 등의 문제로 링네트 공법 을 선정하였다, , (RX-075, L=90m) .

하부 사면 은 절리가 발달하고 암괴의 이완이 상당히 진행된 경사 의 암반사면으(H=10 m) 70~90°

로 기붕괴가 발생하였다 본 사면의 경우 지하수 누수도 확인되어 집중호우시 큰 규모의 낙석을 동.

반하는 표층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락볼트 숏크리트 격자블럭. , , ,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이 검토되었으나 경제성 시공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강도 텐션, , ,

테코 네트 공법( ) (A=640 m2 을 적용하였다) .

그림 사면 전경3.3 그림 설치후3.4 그림 암괴 고정3.5



결 론4.

현대 토목기술은 기존공법과 차별화된 고성능 첨단부재를 이용한 간편시공을 통해 구조물의 고효

율성 항구적인 내구성 미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색 콘크리트로 대표, , ,

되는 강성구조체 로부터 유연하게 힘을 다룸으로써 인위적으로 발생된 사면을 자연상(rigid system)

태로 복귀시키는 유연성구조체 으로 그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flexible system) .

한편 정량적으로 사면보강시스템의 방호성능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들이 국내, ㆍ

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인증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이,

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고에서 소개한 유연성 원리가 적용된 신개념의 사면보강공법들은 경량의 고성능 부재를

사용하여 작업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도 시공성이 뛰어나고 충격에너지 흡수능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탁월한 이점을 제공한다 유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 .

법의 이러한 장점으로 선진 유럽에서는 그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산악 지형을 통과하,

는 노선이 많은 국내 철도의 경우에도 그 적용의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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