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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낙석방지울타리는 도로 절개면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 장애, 도로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
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는 낙석방지울타리의 규격은
구조물의 흡수가능에너지로서 산정된다.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가능에너지는 와이어로프, 지주 그리고 철망
의 흡수에너지의 각각의 합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낙석방지울타리의 기본 목적인 효과적인 낙석방지를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가 효과적으로 낙석에너지를 분배하여 흡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 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일부만이 전체 낙석에너지를 전담함으로서 낙석방지
울타리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구조물의 파손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파손
된 구조물로 인해 미관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모의실험
(LS-DYNA3D)을 통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낙석방지울타리를 제안하였다. 또
한 이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였다.

2. 낙석방지울타리의 지지능력 평가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가능에너지( )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건설교통부, 2000)

        
여기서,  : 와이어로프의 흡수 에너지

 : 지주의 흡수 에너지
 : 철망의 흡수 에너지
o

이 때, 지주의 허용 최대 변위각은 15 , 와이어로프 허용 신장율은 2-4%로 고려한다. 그리고 철망의 흡수가
능 에너지를 계산으로 구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시험값으로부터 25kJ로 가정한다. 이렇게 계
산된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가능에너지는 약 50kJ정도이다. (흡수가능에너지 계산은 지주간격 2m, 와이어로
프 간격 30cm를 기준)
표1. 낙석방지울타리의 지주 규격
와이어로프
지름 간격(mm)

 18
 18
 18

단면치수(mm)

중간지주
매입길이(mm)

표준간격(mm)

200-300

H150× 75× 5× 7

700이상

2000-3000

H150× 150× 7/10 ☐150× 4.5

200-300

H200× 100× 5.5× 8

700이상

2000-3000

H175× 175× 7.5/11 ☐175× 5.0

56

200-300

H200× 100× 5.5× 8

700이상

2000-3000

H200× 200× 8/12 ☐17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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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E-mail: oonehe78@kaist.ac.kr - 발표자
✻✻정회원․세종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공학박사․E-mail: hjung@sejong.ac.kr
✻✻✻(주)광명 E&C 대표이사․E-mail: kwsafety@dreamwiz.com
✻✻✻✻정회원․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공학박사․E-mail: iwlee@kaist.ac.kr

1559

흡수가능에
너지(kJ)
48

2.1 모의 시험
낙석방지울타리의 낙석 지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각종 비선형 유한요소
프로그램의 모태로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3차원 구조물의 동적거동 해석을 위한 비선형 유한 요소 프로
그램인 LS-DYNA3D를 이용해 모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모의 시험에서는 규준(KS D 704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경간을 모델링하여 해석하였다. 지주는 옹
벽과 같은 곳에 설치, 즉 고정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스플라이스 소켓의 고려는 하지 않고 양쪽 단부의 지주에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낙석의 중량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도 주변에서 관찰된 낙석 중량의 평균값 400kg을 사용하
였고 낙석의 충돌속도를 각각 달리함으로서 낙석방지울타리의 낙석 지지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낙석이 울
타리의 하단부에 충돌하였을때 뿐만 아니라 상단부에 충돌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도 모의시험을 수행하였다.
2.2 낙석 지지능력
모의 시험의 결과 낙석이 상단부에 충돌하였을 경우 낙석방지울타리가 지지할 수 있는 에너지는 28.8kJ이
다. 그 이상의 낙석이 충돌할 경우 지주의 항복으로 인해 낙석방지울타리가 무너지거나 와이어로프의 상하
변형으로 인해 낙석의 이탈이 발생하였다. 하단부에 충돌하였을 경우의 최대지지 가능 낙석에너지는 20kJ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와이어로프 및 지주 그리고 철망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낙석을 이탈시키기
때문이다. 낙석방지울타리의 구조적 성능은 와이어로프 및 철망이 낙석에 저항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
지의 일부를 지주에 전달하는 식으로 에너지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낙석이 충돌할 경우 그림 4와
같이 와이어로프가 상하로 변형함으로서 낙석을 통과시키게 되고 이를 철망이 독립적으로 저항하게 됨으로
서 취약한 낙석지지 성능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여러 논문에서 현장시험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매

우 근접한 결과로서 모의 시험결과의 신뢰성은 보장된다.
모의 시험을 통해 나온 두 결과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50kJ에는 절반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
는 결과이다. 즉 현재의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에너지 산정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낙석방지울타리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상단부에 충돌 (28.8kJ)

그림 2. 하단부에 충돌I (20kJ)

그림 3. 하단부에 충돌II (51.2kJ)

지주
낙석

지주

와이어로프
와 이 어로 프

낙석

그림 4. 와이어로프의 상하 변형으로 인한 낙석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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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개념 낙석방지울타리의 지지능력 평가
모의 시험을 동해 확인된 낙석방지울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부재를 이용하여 구조적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낙석방지울타리를 고려하였다. 이렇게 개선된 낙석방지울타리의 구조적 성능
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3.1 신개념 낙석방지울타리의 특성
충분한 낙석지지 능력을 위해 낙석의 충돌이 빈번한 하단부에서 와이어로프의 상하변형에 의해 낙석이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형 평철을 이용하였다. 이는 평면 부재로서 낙석의 충돌로 인한 상하변형이
상대적으로 작고 또한 높은 강성을 지니고 있어 낙석지지에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상하변
형에 의한 낙석의 이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평철끼리 연결시키는 평철 보조대를 사용하였다. 그리
고 지주의 비틀림 파괴를 막기위해 지주의 규격을 H100× 100× 6× 8으로 변경하여 휨강성은 다소 감소되지

만 비틀림 상수를 증가시켰다.
낙석지지 측면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측면의 용이성을 위해 L형 평철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각각의
경간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상단부의 유지 보수를 위해 와이어로프 대신 원형봉을 각각의 경간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림 5. L형 평철 상세도

그림 6. 평철 보조대 상세도

그림 7. 원형봉 상세도

3.2 낙석 지지능력
낙석이 상단부에 충돌할 경우의 최대 지지가능 낙석에너지는 28.8kJ이다. 그 이상의 낙석이 충돌할 경우
지주의 항복으로 인해 낙석방지울타리가 무너지거나 원형봉의 상하 변형으로 인해 낙석의 이탈이 발생하였
다. 상대적으로 적은 강성의 원형봉과 상대적으로 적은 지주의 휨 강성으로 인해 변형량은 다소 크게 발생하
였지만 낙석 지지성능에는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낙석이 하단부에 충돌할 경우의 최대지지 가능 낙석에너지는 80kJ이다. 평면 부재인 평철로 인해 낙석이
빠져나가 이탈되는 현상을 막아 낙석방지울타리의 최대성능을 발휘하여 낙석을 지지한 결과이다. 또한 평철
보조대로 인하여 전체 평철이 동시에 낙석 지지에 이용되므로 큰 낙석에너지도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또한
평철의 일체 거동으로 인하여 지주에 전달되는 힘이 분산되어 지주의 변형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림 8. 상단부에 충돌 (28.8kJ)

그림 9. 하단부에 충돌I (51.2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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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하단부에 충돌II (80.0kJ)

3.3 유지 보수 측면
종전의 낙석방지울타리는 소량의 낙석 및 흘러내림 사토에도 훼손이 많아 년간 유지보수에 막대한 인력 및
비용이 든다. 뿐만 아니라 울타리 뒷편에 쌓인 낙석 및 사토로 인해 도로변의 미관에도 좋지 않다. 이에 반
해 신개념 낙석방지울타리는 평철의 도입으로 안전성과 견고성을 보완하여 낙석 및 사토의 흘러내림을 방지
할 뿐만 아니라 울타리 뒷편의 낙석을 시야로부터 차단하기 때문에 도로변의 미관성도 뛰어나다. 또한 기존
낙석방지울타리는 전경간에 걸쳐 설치된 와이어로프로 인해 낙석 충돌시 해당 경간뿐만 아니라 전 경간에
걸쳐 구조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낙석방지울타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2차 낙석 충
돌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를 보수 및 교체하는데 있어 와이어로프의 제거와 설치의 어려움으
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신개념 낙석방지울타리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경간마다 독
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낙석충돌시 해당경간만 손상을 입게 되고 이 또한 간단히 착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보수 및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착탈식으로 인해 쌓인 낙석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별도의 유지관리 비
용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LS-DYNA3D를 통한 모의 시험을 통해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문제
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신개념 낙석방지울타리를 제시하였고 이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모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낙석방지울타리의 흡수가능에너지는 50kJ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모의 시험의 결과 낙석이 주로 충
돌하는 하단부의 경우 지지 가능한 낙석에너지는 20kJ로 나타났다. 이는 규정된 흡수가능에너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로서 현재의 흡수가능에너지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낙석방지울
타리는 낙석 지지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낙석방지울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신개념 낙석방지울타리는 평면 부재인 평철 및 평철 보
조대의 사용으로 낙석방지울타리 전체가 일체 거동을 함으로서 낙석지지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신개념 낙석방지울타리가 지지 가능한 낙석에너지는 최대 80kJ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50kJ보다 월
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 신개념 낙석방지울타리는 구조적 성능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에 비해 효
과적이다. 기존 낙석방지울타리는 와이어로프를 전경간에 걸쳐 일체형으로 설치하는데 반해 신개념 낙석방지
울타리는 경간마다 독립적으로 평철을 설치함으로 인해 낙석의 피해로 인해 국부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
는 곧 해당경간만의 보수 및 교체로서 손쉽게 복구된다. 이로 인해 인력 및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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