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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nstruction of new roads and the consistent extension of already-existing roads or the line-shape revision of those 
roads are increased with the governmental investment to SOC facilities currently. Accordingly, the road cut slopes are in the trend 
of rapidly increasing. As the road slope has increased, a lot of human and property damages has entailed consequently and in the 
local case, numerous studies have carried out aiming at minimizing this damages caused by the rockfall and landslide. In general, 
standard falling rock prevention facility has employed for most of the local road slope based on “Guide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Road Safety Facilities” published by MLTM(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but profound 
doubt has raised as to whether this rockfall prevention facility would function properly enough to prevent rockfall efficiently without 
any damages in case of actual occurrence of rockfall. In addition, it is a reality that in most cases, such work is relied on overseas 
technology as a whole as the local technical level is low and in case of rockfall prevention net, it is judged that a study on rockfall 
prevention  net that is able to endure more powerful rockfall energy is required as the problem including net bursting is taken place 
as a result of enough bearing force being failed to be demonstrated due to its partial weak point(not uniformly made). Under this 
background,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model depending on mesh size of expanded metal that is considered to have an adoptability 
as rockfall prevention net, as target are selected and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mesh size of expanded metal is intended to be 
researched through a pull-out test performance by using pull-out test equipment rockfall prevention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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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국가 차원 사회 간접자본 투자증가로 도로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해 도로 절개비탈면의 증가가 필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 절개 비탈면이 증가됨에 따라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도로사면의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표준낙석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낙석방지시설이 실제 낙석 발생 시 큰 

파손 없이 낙석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전체적으로 해외 기술력

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석방지망의 경우 부분적 취약점(일체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충분한 지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이 

터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다 높은 낙석 에너지를 지지할 수 있는 낙석방지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석방지망으로써의 적용가능한 Expanded Metal(3.2T)을 대상으로 낙석방지망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망 크기에 따른 하중-변위 특성 및 파괴형태를 분석하여 Expanded Metal 낙석방지망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규격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낙석방지망, 익스펜디드 메탈, 낙석방지책, 인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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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낙석방호시설에 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

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표준낙석방지 시설

의 규격과 에너지흡수능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의 도로사면

은 대부분 이에 근거한 표준낙석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으

나 이러한 낙석방지시설이 실제 낙석 발생 시 큰 파손 없이 

낙석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

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전적으로 해외 기술력

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석방지망의 부분적 취약점(일체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낙석방지망이 충분한 지지능력을 발휘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다 높은 

낙석에너지를 지지할 수 있는 낙석방지망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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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의 낙석방지시설 관련 지침

기준항목 현기준 문제점 비고

설계 형식 개략소개 형식선정 기준이 없어 임의로 낙석방지시설 선정 - 설치장소 특성을 반영한 형식 선정 기준 제시 필요

구조 기준 없음
낙석의 크기, 낙하고, 절개면의 경사 등 설계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의 구조 설계

- 설치장소 특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 마련

-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을 중심으로 구조 기준제시 필요

- 상세시공지침 제시 필요

시공, 유지관리 기준 없음 설치 효과를 위해 요구되는 시공 지침 미비 - 상세시공지침 제시 필요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연구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석방지망의로써의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Expanded Metal을 대상으로 메쉬 크기별 3가

지 모델을 선정하고 낙석방지망 인발시험장치를 이용, 인발

시험을 실시하여 하중-변위 비교분석 및 망의 파괴형태 확

인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규격을 판단하고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낙석의 정의

낙석은 사면 기울기가 수직이거나 거의 수직에 가까워서 

사면을 이루고 있던 암석이나 암괴의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

이 움직여 사면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FHWA, 1994)으로 

정의된다. 

발생형태에 따라 크게 탈락형(전석형) 낙석 형태와 뜬돌

형(박리형) 낙석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탈락형 낙석의 경

우에는 표층토나 고결도가 낮은 토층 등에 묻혀있는 핵석이

나 자갈 등의 암괴가 지표수의 침투나 지중 침식 등으로 선

택적으로 풍화되어 암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탈락형 낙석의 경우는 강우나 융설수에 의한 경우도 많

다. 반면 뜬돌형 낙석의 경우에는 절리, 층리, 편리 등의 불

연속면으로부터 암괴가 떨어져 낙하하는 경우 또는 경・연 

호층으로 구성된 지층에서 연약부가 선택적인 풍화 침식작

용을 받아서 경질부가 돌출된 부분이 파단 되어 낙하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10년간 낙석발생 상황에 대한 조사 결

과 전체의 약 90% 정도가 낙석중량이 1.0tf 미만이었으며, 

약 70% 정도가 높이 20m 미만의 위치에서 낙석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본 도로사면의 낙석은 철도사면

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조사결과를 종

합해 볼 때 일반적인 낙석 발생 시 낙석 에너지는 10tf･m 

정도로 소규모 형태의 낙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낙석의 중량이 수 10tf 이상의 대규모 형태의 낙석

은 드문 것을 알 수 있다(鐵道總合技術硏究所(1999)).

2.2 낙석방지망의 적용용도

낙석방지시설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부속물로써, 도로 절개면의 낙석

(암반에 불연속면 즉 절리, 편리, 층리 등의 갈라진 틈)의 이

완 현상에 의해 암편이 모암으로부터 분리되어 낙하 및 토

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도로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낙석방지망(낙석을 포획, 낙석의 

진행방향을 바꾸는 시설)과 낙석방지울타리(낙석 충격에 저

항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하여 도로로 유입을 막는 시설)로 

대별된다. 낙석방지망의 용도는 망, 와이어로프 등의 재료

를 사용하여 낙석의 우려가 있는 절개면을 덮어 낙석에 대

처하는 시설물로써 낙석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낙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돌이 튀지 않도록 방지망 밑으로 유도하는 

시설이다.

2.3 낙석방지망 문제점 분석

강우나 풍화, 나무뿌리의 작용에 의해 불연속면의 이완

이 심화되어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덮어 절

개면을 보호하는 공법으로 낙석 억지 효과 측면보다 낙석의 

운동에너지를 감소시켜 절개면 하부로 낙석을 유도하는 시

설이다. 

국내 낙석방지시설 관련 지침 조사결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는 낙석방지망은 형식선정, 

설계, 구조, 설치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

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우리나라의 낙석방지시설 관

련지침이다(국토해양부, 2000).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낙석방지망은 와이어로프와 철망이 

주 구성요소이며 철망을 절토사면에 씌우고 그 위에 2m×5m 

혹은 3m×3m의 간격으로 종･횡 와이어로프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조적 특성상 낙석방지망으로서 요구되는 기

능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망터짐 사고가 발생하여 낙석보호시설로서 기능을 상

실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기존 낙석방지망의 파괴는 대부분 과도한 로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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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인한 낙석하중 지지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발생되는 

철망 터짐과 낙석방지망 고정핀 이탈로 발생하고 있으며 와

이어로프의 파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낙석방지망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박기준 등, 2004).

(1) 적층현상의 심화

기존 낙석방지망에 있어서 적층현상은 이완성이 없는 횡

방향 와이어로프에 의해 발생되며, 적층현상이 심화될 경우 

낙석방지망과 사면과의 이격이 발생하여 더 많은 낙석과 대

형 낙석의 발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빈번한 철망의 손상

기존 낙석방지망의 경우 낙석이 횡방향 와이어로프에 

걸리면서 과도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철망에 급격

히 전가되어 철망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3) 대규모 낙석에 의한 낙석방지망의 손상

기존 낙석방지망의 경우, 종･횡방향 와이어로프의 이완

성이 부족하여 대규모 낙석 발생 시 오히려 낙석방지망의 

저항능력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낙석방지망의 손상과 이로 

인한 대형 낙석의 발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상단부 지지구조의 비효율성

기존 낙석방지망의 경우, 상부 앵커에 걸쳐진 와이어로

프가 끝부분 앵커에만 고정되어 있고 2차적인 지지부가 없

어 상부에 전달되는 장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우며, 

사면 상단부 부분유실이나 발생한 낙석의 과도한 하중으로 

상부 앵커나 와이어로프가 손상되어 낙석방지망의 전체 안

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5) 유지관리의 어려움

기존 낙석방지망의 경우, 잦은 낙석의 발생과 적층 심화

에 따른 훼손된 방지망의 보수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

되고 있으며 보수공사 시 많은 위험 부담이 존재하고 있다. 

낙석의 걸림이나 적층물은 낙석방지망의 내구성 저하와 낙

석의 유동 가능성 촉진 등으로 낙석방지망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시로 이를 제거하여 낙석방지망 본래의 기능

으로 복원시켜 줌으로써 더 큰 낙석 사고와 경제적 비용 손

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3. 낙석 방지망 인발시험

낙석방지시설의 현장 시험방법은 사면낙석시험, 수직 낙

하시험, 펜둘럼시험, 론칭시험 등이 있으며 성능평가를 위한 

낙석시험은 일관된 평가결과를 제시해야 하므로 ①현실적

(conformity with reality), ②시험의 반복성(reproducibility), 

③시험조건조정(condition), ④비용(cost)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 간편하게 시험이 가능하며 

정량적인 시험데이터(변형량에 따른 하중)를 시험시행 시간

동안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결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하

며 그래프를 통해 파괴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낙석방지망 인

발시험을 선정하였다(전성엽 등, 2008). 망의 크기는 시험기 

조건을 고려하여 가로(2,800mm)×세로(2,100mm)로 제작되었

으며 Expanded Metal(XG-43) 4방향 가장자리에 폭 100mm

의 철판을 용접하여 와어어 연결부의 응력집중으로 인한 

Expanded Metal의 파괴를 줄이고자 하였고, 철판과 인발시

험기를 와이어로 연결하여 인발시험을 실시하였다. 

3.1 낙석방지망 인발시험 방법

① 변위 측정을 위해 낙석볼 하부에 줄 변위계를 부착.

(그림 1 참조)

② 로드셀 연결.

③ PC와 데이터 로거의 연결 및 계측기 켈리브레이션.

④ Expanded Metal과 철판 용접.

⑤ 가로 2,800mm × 세로 2,100mm로 제작된 Expanded 

Metal 와이어로 인발 시험기에 체결.

⑥ 낙석(철재 낙석볼)과 로드셀 체결.

⑦ 낙석방지망 인발 및 Expanded Metal에 대한 지지하중

과 최대 변위를 측정 후 비교분석.

3.2 낙석 방지망 인발시험 시험재료 제원

① Expanded Metal: 얇은 철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절삭 

자국을 내어, 이것을 절삭자국과 직각방향으로 잡아당겨 늘

여서 그물 모양으로 만든 재료로 강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메쉬의 크기가 크면 투과성, 시공성, 경제성

은 좋으나 강도와 변형에 약하다. 메쉬가 작으면 강도와 변

형에 강하지만 투과성, 시공성,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지능력을 발휘하는 메

쉬의 크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 시험결과와 시공성을 고

려하여 Expanded Metal 3.2T중 3가지 모델을 선정하였다. 

Expanded Metal 3.2T는 기존 PVC망 심선지름(∅3.2)과 유

사한 두께 이다. 표 2는 Expanded Metal 3.2T 모델 중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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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줄 변위계 설치 (b) 로드셀 연결 (c) 계측기 설정 및 켈리브레이션

(d) Expanded Metal과 철판 용접 (e) Expanded Metal 설치 (f) 낙석볼 체결

(g) 인발 (h) 데이터 측정 (i) 낙석방지망 인발시험장치

그림 1. 낙석방지망 인발시험 순서

표 2. Expanded Metal 3.2T 제원 및 치수

KS, JIS MESH(mm) STRAND(mm) 4×8(ft) 

MODEL SWM LWM T W 무게(Kg)

XG 

43 22 50.8 3.2 3.5 23.8

62 34 76.2 3.2 4.0 17.6

72 50 152.4 3.2 4.0 13.4

SW : MESH 단목 방향의 중심간 길이(Short Way of Mesh) 
LW: MESH 장목 방향의 중심간 길이(Long Way of Mesh) 
T : 두께 (Thickness)     W : 절단폭(Width) 
S : SW 방향의 판길이(Short Way Mesh of Sheet) 
L : LW방향의 판길이(Long way mesh of sheet)

그림 2. Expanded Metal 메쉬의 명칭

크기의 메쉬부터 선정한 3종의 주요 제원이다(그림 2 참조).

② 와이어: ∅9mm, 인장강도 3,770kg/mm2

기존 실험에서 ∅6mm(인장강도 1,670kg/mm2)를 사용한 경

우 Expanded Metal과의 연결 와이어가 먼저 파괴되었다. 와이

어에 응력이 집중되므로 높은 강도를 가지고 ∅9mm의 와이어

를 사용하여 Expanded Metal과 인발시험기를 연결하였다.

③ 철판 : 3.2T, 인장강도 352kg/mm2

기존 시험에서 와이어로 Expanded Metal를 시험기에 고

정할 경우 연결와이어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Expanded Metal

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지 못하고 와이어 연결부가 조기에 

파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철판을 Expanded Metal 

가장자리에 용접하여 철판과 시험기를 와이어로 연결하여 

응력을 철판으로 Expanded Metal의 응력을 분산시키고자 

고안하였다. 철판은 Expanded Metal과 동일한 두께의 3.2T

를 사용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도록 Expanded Metal과 

용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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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D)

(F)

(A) 시험-① (B) 시험-② (C) 파괴된 망-①

(D) 낙석볼 힌지부분의 파괴-② (E) 용접부위가 뜯어진 연결부-① (F) 와이어 연결부 망의 파괴-②

그림 3. Expanded Metal(XG-43) 3.2T - 4방향 100mm 철판용접

(C)

(E)
(D)

(F)

(A) 시험-① (B) 시험-② (C) 낙석볼 힌지부분의 파괴-②

(D) 망의 파괴가 시작된 와이어 연결부-① (E) 망의 파괴가 시작된 와이어 연결부-① (F) 와이어 연결부-②

그림 4. Expanded Metal(XG-62) 3.2T - 4방향 100mm 철판용접

4. 낙석방지망 인발시험 결과

4.1 낙석방지망 인발시험 결과

본 시험에서는 Expanded Metal(3.2T)을 대상으로 가장 

작은 크기의 메쉬부터 3종(XG-43, XG-62, XG-72)을 사용

하여 각 모델당 2회 총 6회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낙석볼 

하부에 있는 줄변위계를 사용하여 인발된 상하변위를 측정

하였으며, 유압잭과 낙석볼 사이에 설치된 로드셀로 인발

되는 하중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데이터로거를 

통해 PC에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하중-변위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다. 

4.1.1 Expanded Metal(XG-43) 시험 결과

시험-①의 지지하중은 10,500kg, 상하 변위는 634mm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괴는 와이어 연결부에서 시작되

었으며, 용접부위 앞부분의 Expanded Metal에 연속적인 파

괴가 발생하였다 최종 마름모꼴 모양으로 약 2,500×900mm 

크기의 파괴가 발생하였다(그림 3(A, E) 참조).

시험-②의 지지하중은 10,400kg, 상하 변위는 635mm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괴는 와이어 연결부에서 시작되었

으며 용접부위 앞부분의 Expanded Metal에 연속적인 파괴

가 발생하였다. 최종 마름모꼴 모양으로 약 900×800mm크

기의 파괴가 발생하였다(그림 3(B, F) 참조).

시험-①, ②의 파괴 시작부위는 응력이 집중되는 와이어 

연결부로, Expanded Metal망이 연속적으로 파괴되었다(그

림 3(B, C, F) 참조).

4.1.2 Expanded Metal(XG-62) 시험 결과

시험-①의 지지하중은 8,500kg, 상하 변위는 787mm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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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E)

(F)

(A) 시험-① (B) 시험-② (C) 폭이 좁은 방향의 연결부 파괴-①

(D) 연결부-② (E) 측면부 Expanded Metal의 파괴-① (F) 낙석볼 힌지부분의 파괴-②

그림 5. Expanded Metal(XG-72) 3.2T - 4방향 100mm 철판용접

표 3. 망의 메쉬 크기에 따른 하중-변위

망의 종류 지지하중(kg) 변위(mm) 파괴형태

XG-43 시험1 10500 634 그림 3. (A,C,E) 참조 

XG-43 시험2 10400 635 그림 3. (B,D,F) 참조 

XG-62 시험1 8500 787 그림 4. (A,C,E) 참조 

XG-62 시험2 7000 775 그림 4. (B,D,F) 참조 

XG-72 시험1 3700 653 그림 5. (A,C,E) 참조 

XG-72 시험2 3700 535 그림 5. (B,D,F) 참조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괴는 와이어 연결부에서 시작되었

으며 용접부위 앞부분의 Expanded Metal에 연속적으로 파

괴가 발생하였다. 최종 육각형 모양으로 약 2,000×700mm 

크기의 파괴가 발생하였다(그림 3(A, E) 참조).

시험-②의 지지하중은 7,000kg, 상하 변위는 775mm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괴는 와이어 연결부에서 시작되었

으며 용접부위 앞부분의 Expanded Metal에 연속적으로 파

괴가 발생하였다. 최종 마름모꼴 모양으로 약 2,000×700mm

크기의 파괴가 발생하였다(그림 4(A, E) 참조). 또한 반대방향

의 와이어 연결부에서도 마름모꼴 모양으로 약 500×300mm 

크기의 파괴가 발생하였다(그림 4(F) 참조).

시험-①, ②는 유사한 파괴 형태를 보였으며, 낙석볼 앞뒤

의 Expanded Metal에 100～150mm크기의 파괴가 발생하였

다(그림 4(C) 참조).

4.1.3 Expanded Metal(XG-72) 시험 결과

시험-①의 지지하중은 3,700kg, 상하 변위는 653mm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괴는 와이어 연결부에서 시작되었

으며 용접부위 앞부분의 Expanded Metal에 연속적 파괴가 

발생하였다. 최종 삼각형 모양으로 약 1,500×1,000mm크기

의 파괴가 발생하였다(그림 5(A, C) 참조). 

낙석볼 기준으로 폭이 넓은 방향의 좌우측 중간 부위에도 

200,500mm의 파괴가 발생하였다. XG-72는 메쉬가 가장 큰망

으로 변형과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낙석볼 주변에 변위가 집

중되어 응력이 넓게 분포되지 못해 낙석볼 주변의 Expanded 

Metal에 파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E) 참조).

시험-②의 지지하중은 3,700kg, 상하 변위는 535mm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괴는 와이어 연결부에서 시작되었

으며 용접부위 앞부분의 망에서 연속적 파괴가 발생하였다. 

최종 마름모꼴 모양으로 약 2,000×700mm크기의 파괴가 발

생하였다(그림 5(A, C) 참조). 

시험-①, ②는 유사한 파괴 형태를 보였으며, 낙석볼 앞뒤 

쪽으로 100～250mm 크기의 파괴가 발생하였다(그림 5(F) 

참조).

총 6회의 시험에서 파괴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냈다. Ex-

panded Metal과 와이어 연결부위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파괴

기 시작되어 최초 파괴 부위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망이 파괴

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찟어진 Expanded Metall

과 찟어지지 않은 Expanded Metal의 변위차이가 낙석볼 흰

지부분에 인장력으로 작용하여 낙석볼 주변의 Expanded Metal

망이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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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anded Metal(XG-43)인발시험-① (b) Expanded Metal(XG-43)인발시험-②

그림 6. Expanded Metal(XG-43) 3.2T - 4방향 100mm 철판용접 하중-변위 그래프

(a) Expanded Metal(XG-62)인발시험-① (b) Expanded Metal(XG-62)인발시험-②

그림 7. Expanded Metal(XG-62) 3.2T - 4방향 100mm 철판용접 하중-변위 그래프

4.2 낙석방지망 인발시험 하중-변위 그래프 비교분석

4.2.1 Expanded Metal(XG-43) 3.2T 하중-변위 비교

분석

시험-①은 지지하중 10,400kg, 변위는 약 634mm에서 와

이어 연결부 Expanded Metal의 연속적인 파괴가 발생하며 

지지하중이 감소되었다(그림 6(a) 참조).

시험-②는 지지하중 9,000kg, 변위는 약 593mm에서 와

이어 연결부의 Expanded Metal의 최초 파괴가 발생하였으

며, 지지하중 10,400, 변위 635mm 이후로 Expanded Metal

의 연속적인 파괴가 발생하며 지지하중이 감소하였다(그림 

6(b) 참조).

4.2.2 Expanded Metal(XG-62) 3.2T 하중-변위 비교

분석

시험-①은 지지하중 7,900kg, 변위는 약 787mm에서 와

이어 연결부 Expanded Metal의 연속적인 파괴가 발생하며 

지지하중이 감소되었다(그림 7(a) 참조).

시험-②는 지지하중 약 5,400kg, 변위는 약 682mm에서 

와이어 연결부 Expanded Metal에 최초 파괴가 발생하였으

며, 지지하중 7,000kg, 변위 775mm 이후로 Expanded Metal

의 연속적인 파괴가 발생하며 지지하중이 감소하였다(그림 

7(b) 참조). 시험-②는 Expanded Metal과 인발시험기를 결

속하는 와이어 상호간의 긴장력의 차이로 시험-①보다 낮은 

변형과 낮은 하중에서 파괴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인

발시험기와 Expanded Metal의 와이어 결속 시 상호간의 긴

장력의 차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2.3 Expanded Metal(XG-72) 3.2T 하중-변위 비교

분석

시험-①은 지지하중 약 3,000kg, 변위는 약 524mm에 응력

이 집중된 와이어 연결부 Expanded Metal에 최초 파괴가 발

생하였으며, 지지하중 3,700kg, 변위 653mm 이후로 Expanded 

Metal의 연속적인 파괴가 발생하며 지지하중이 감소하였다

(그림 8(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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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anded Metal(XG-72)인발시험-① (b) Expanded Metal(XG-72)인발시험-②

그림 8. Expanded Metal(XG-72) 3.2T - 4방향 100mm 철판용접 하중-변위 그래프

표 4. 망의 메쉬 크기에 따른 평균 하중-변위 및 Expanded Metal의 시험 결과

망의 종류 지지하중(kg) 변위(mm) 4'*8' Kg 

XG-43 10,400 634 23.8

XG-62 7,700 781 17.6

XG-72 3,700 594 13.4

43:62:72 비율(XG-72=1 기준) 2.8:2.1:1 - 1.7:1.3:1

그림 9. Expanded Metal 메쉬 크기에 따른 평균 하중-변위 그래프

60cm

그림 10. 실험 후 Expanded Metal 메쉬의 크기 측정 위치

시험-②는 지지하중 3,700kg, 변위는 약 535mm에 와이

어 연결부 Expanded Metal의 연속적인 파괴가 발생하며 지

지하중이 감소되었다(그림 8(b) 참조).

4.2.4 메쉬크기에 따른 인발시험 결과 비교 분석

Expanded Metal 3.2T를 시험 결과 변위 차이는 크게 없

었으나 규칙적이지 않았다. Expanded Metal의 파괴는 최대

하중의 발현이 되기 전에 진행되었으나 파괴가 진행되면서

도 지지하중이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낙석방지망의 경

우 낙석방어능력은 최대 지지하중까지 발현되며 동일한 기

준으로 비교를 위하여 최대 지지하중을 기준으로 하였다(그

림 9 참조). Expanded Metal의 최초 파괴부는 응력이 집중되

는 와이어 연결부에서 연속적으로 찟어지면서 약 1,000mm이

상의 파괴를 나타냈으며 수행한 모든 시험에서 유사한 파괴 

형상을 나타냈다. 지지하중은 XG-43은 XG-72보다 약 2.8

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XG-62는 XG-72보다 약 2.1배 정

도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Expanded Metal의 무게에 비

례하여 지지하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예상했으나 무게의 증

가비(1.7:1.3:1)보다 지지하중의 증가비(2.8:2.1:1)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5는 실험 후 Expanded Metal의 메쉬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2,800mm 방향의 낙석볼 기준 60cm 떨어

진 지점의 메쉬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그림 10 참조).

시험 후 Expanded Metal의 메쉬 변화(표 5 참조)를 분석해

보면 메쉬의 증가 및 감소율이 XG-72 > XG-62 > XG-43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메쉬가 큰 XG-72은 강도와 

변형에 약해 낙석볼 주변의 Expanded Metal의 변형이 커졌

고 이에 따라 응력이 좁게 분포되어 낙석볼 주변의 Expanded 

Metal의 메쉬의 변형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11(B) 참조). 반면에 XG-43은 강도가 강해 Expanded Metal에 

응력이 넓게 분포되며 전체적인 변형이 일어나 메쉬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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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xpanded Metal 시험 후 낙석볼 기준 60cm 지점 메쉬 변화

망의 종류
시험 전 MESH 크기(mm) 시험 후 MESH 크기(mm)

SWM LWM SWM′ LWM′
XG-43 22 50.8 29 47

XG-62 34 76.2 58 62

XG-72 50 152.4 98 115

메쉬의 길이 변화 비(XG-43:62:72) 1:1:1 1:1:1 1.3:1.7:1.96 0.92:0.81:0.75

(A) XG-43 시험 후 사진 (B) XG-62 시험 후 사진 (C) XG-72 시험 후 사진

그림 11. Expanded Metal 시험 후 변형폭

표 6. 재료별 주요 사항 비교

모델

무게

120*240cm
(kg)

지지하중

(kg)
변형량

(mm)
가격비

120*240cm

메쉬 크기

SWM×LWM
(mm)

PVC코팅망 4방향 와이어고정

(2008년 인발시험 결과)
5.6 4200 930 1 58×58

Expanded Metal(XG-43) 3.2T
4방향 철판용접

23.8 10400 630 1.8 22×50.8

Expanded Metal(XG-62) 3.2T
4방향 철판용접

17.6 7700 780 1.4 34×76.2

Expanded Metal(XG-72) 3.2T
4방향 철판용접

13.4 3700 590 0.8 50×152.4

PVC : XG-43 : XG-62 : XG-72
(PVC망기준 = 1)

1 : 4.2 : 3.1 : 2.3 1 : 2.5 : 1.8 : 0.9 1 : 0.7 : 0.8 : 0.6 1 : 1.8 : 1.4 : 0.8

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1(A)). XG-72는 

Expanded Metal는 넓게 응력이 분포되지 못하고 낙석볼 주

변의 망에 응력이 집중되어 소성상태에 도달하면서 강도를 

잃은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 범위에 하중이 주어질 경우 메

쉬크기에 따라서 낙석을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 시에도 이점을 참고하여 부속부재와

의 간격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2.5 기존시험결과 및 재료 주요 사항 비교 분석

재료별 기 시험 결과 및 조사 자료의 주요 사항을 비교분

석해본 결과 지지하중은 PVC망에 비하여 Expanded Metal

이 0.9～3.5배 높게 나타났다. XG-72의 경우는 PVC망에 비

하여 무게가 2.1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중이 약 0.9배

로 조사되었다. 무게의 경우 PVC망에 비하여 Expanded Metal

이 3～7.2배로 지지하중의 증가율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더

불어 일체화된 Expanded Metal의 재료특성 때문에 시공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은 지지하중의 증가율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여 기존 PVC망보다 높은 낙석지지능력

에 필요한 곳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를 살펴

보면 XG-62의 경우가 가격, 무게, 지지하중 대비 Expanded 

Metal중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낙석방지망의로써의 적용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 Expanded Metal 3.2T를 대상으로 메쉬 크기별 3가

지 모델을 선정하고 낙석방지망 인발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하중-변위 비교분석 및 망의 파괴형태 

확인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규격을 판단하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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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Expanded Metal의 인발시험에서 인발시험기와 Expanded 

Metal의 연결부가 버티지 못하고 Expanded Metal 또는 

와이어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어 Expanded Metal의 4

방향 가장자리에 철판을(3.2T) 용접하여 강화하고 와이

어로 Expanded Metal과 인발시험기와 연결하여 인발시

험을 수행하였다.

(2) Expanded Metal 3.2T의 인발시험 결과 XG-43의 지지하

중은 10,400kg 변위는 약 634mm, XG-62의 지지하중은 

7,700kg 변위는 약 781mm, XG-72의 지지하중은 3,700kg 

변위는 약 590mm로 나타났다.

(3) 지지하중은 XG-43은 XG-72보다 약 2.8배 정도 높게 나

타났으며, XG-62는 XG-72보다 약 2.1배 정도 높게 나

타났다. Expanded Metal에 무게에 비례하여 지지하중도 

증가하리라고 예상했으나 무게(XG-43:62:72 = 1.7:1.3:1)

의 증가비보다 지지하중(XG-43:62:72 = 2.8:2.1:1)의 증

가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Expanded Metal의 최초 파괴부는 와이어 연결부에서 

응력이 집중되면서 약 1,000mm 이상 연속적으로 찢어

지면서 파괴를 나타냈으며 수행한 모든 시험에서 유사

한 파괴 형상을 나타냈다.

(5) XG-72의 지지하중이 무게의 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은 메쉬가 크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낙석볼 주변의 

Expanded Metal에 변형이 커졌고 이에 따라 XG-43과 

달리 전체적으로 Expanded Metal에 응력이 분포되지 

못해  조기에 지지력을  잃은 것으로 사료된다. 메쉬크

기에 따라서 낙석을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게 나

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 시에 이점을 참고하여 부

속부재와의 간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각 재료별 기 시험 자료 및 사항을 비교해본 결과 지지하

중은 PVC망에 비하여 Expanded Metal이 0.9～3.5배의 

지지하중을 나타났다. 가격(0.8～3.4)은 지지하중의 증가

율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여 기존 PVC망보다 높은 낙석

지지력이 필요한 곳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무게의 경우는 PVC망에 비하여 Expanded Metal이 3～
7배로 지지능력의 증가율보다 높으며, 일체화된 재료특

성상 운반 시 변형이 어려움으로 시공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효율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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