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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many researches related to monitoring and automatic measuring devices for early warning system during slope 

failure have been carried out in Korea and aboard, most of the researches have installed measuring devices on the slope 

surface, and there are only few researches about warning systems that can detect and warn before slope failure and disaster 

occurs. In this study, slope failure simulation experiment was performed by attaching sensors to rock bolts, and initial slope 

behavior characteristics during slope failure were analyzed. Also, the experiment results were compared and reviewed with 

varied slope conditions, i.e. shotcrete slope and natural slope, and varied material conditions, i.e. GFRP and steel rock bol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in development of warning and alarm system for early evacuation through early 

detection and warning before slope failure occurs in steep slopes and slope failure vulnerable areas.

요   지

국내･외에서 사면 붕괴 조기 경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동측정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 사면 붕괴 측정기가 

사면의 표층에 설치되어 있어 사면의 붕괴 등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감지 및 경보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록볼트에 센서를 부착하여 사면 붕괴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고, 사면 붕괴 초기에 발생하는 사면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숏크리트를 타설한 사면과 자연사면, GFRP와 나선형 철근 록볼트를 사용하여 사면 조건 및 

재료 조건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급경사지 및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사면 붕괴 발생 

전 조기 감지 및 경보를 통하여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예･경보시스템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 Slope failure prediction, Underground displacement, Measuring system,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Rock b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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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절취사면, 터널 등의 시공 시에 암반층에 록볼트를 

삽입하여 암반 약화로 인한 붕괴를 예방하고 있으나, 록볼

트를 삽입한 암반이라고 하더라도 지진, 공사의 부실, 시

간 경과에 따른 자연 풍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반이 활

동하여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급경사지 

안정을 위해 시공되는 록볼트는 설치 후에 대부분이 그대

로 존치되나,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반 시설물

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록볼트 설치 시, 변위 센서와 사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서버나 관리자의 스마트 폰으로 계측 값 및 위

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록볼트 시스템이 개

발된다면 절취사면 및 터널 등 암반사면의 안정적 유지관

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록볼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Kim and Bang(2005)은 록볼트에 따른 보강지반의 강도정

수 변화에 대해 실내실험과 이론 고찰을 통해 내부마찰각

보다는 점착력이 증가됨을 보고하였으며 Moon et al. 

(2005)은 록볼트 구속력에 따른 원지반 개량 정도 확인을 

위해 사질토 지반에서 모형실험을 실시하고 압력대 분포

율과 록볼트 길이에 수반한 원지반 보강효과를 분석하였다.

국외의 연구동향으로는 Cording and Deere(1972)가 활

동 가능성이 있는 쐐기암반에서 록볼트 보강 시 내압효과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Bischoff와 Smart(1975)는 록볼트

를 보강함에 따른 암반에서의 추가응력 발생 값이 강지보

에 따른 수치와 동일하다는 등가지보이론을 제안하였다.

Natau and Wullschlager(1983)는 전면접착식 록볼트와 

암반의 복합체계에 대해 고찰하고 응력 변형률 관계로부

터 록볼트 보강효과와 관련하여 록볼트 간격이 좁아질수

록 보강효과가 커짐을 확인하였으며 Biron and Arioglu 

(1983)는 록볼트 보강지반을 단순보로 가정한 휨이론을 

고찰하였다.

Jeffrey and Daeman(1983)은 합성보 방정식을 활용하

여 암반의 변위와 응력을 예측하고 록볼트의 전단보강 효

과를 확인하였으며 Hyett et al.(1996)은 전면 그라우트 처

리된 록볼트의 하중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Li and Stillborg(1999)는 다양한 형태의 록볼트 정착방

식에 따른 해석모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Villasecaus 

(2008)는 레진으로 정착된 록볼트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였다.

한편, 사면계측에 관한 연구로는 국내 위험 도로사면을 

효과적으로 감시 및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무인감시시스

템(Cho et al., 2004), USN기술을 이용한 사면 모니터링 

시스템(Shin and Song, 2012; Kim, 2013) 등이 있으나 변

위 계측을 통한 록볼트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FRP 록볼트 센서와 나선형 철근 록볼

트 센서를 이용하여 사면 붕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붕괴 

초기에 발생하는 사면의 거동 특성에 분석하고 암반사면

에서의 GFRP 록볼트 센서와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은 건설공사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등의 유

지관리 시 사면 붕괴나 산사태 발생 전에 사전 대피할 수 

있는 예·경보시스템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재료 및 방법

2.1 모형사면 조성 

록볼트 센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암반사면에 

록볼트 센서 설치 후 붕괴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타

당하나 실제 암반사면을 붕괴시킬 수 있는 현장을 찾기에

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 

현장에서 반출한 버럭이 쌓여진 현장에서 센서 계측용 사

면 붕괴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75mm 암반 버럭을 성토하여 모형사면을 축조하

고 록볼트 센서를 매설한 후 굴착하여 사면을 붕괴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사면 축조작업에는 백호우를 사용하였고 버켓에 

의한 다짐 축조 후 기울기 56°, 천단부 높이 8.0m로 사면

을 조성하였다(Fig. 1). 굴착 깊이 및 구간은 실험 Case 별

Fig. 1. Construction of model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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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굴착에 따른 사면의 거동 

계측을 위해 굴착구간별 대기시간을 부여하였다. 록볼트 

센서의 설치 위치는 천단부 시점으로부터 1.5m 이격된 위

치에 설치하였으며, 각 센서 간 수평간격은 약 1.5m로 계

획 설치하였다(Fig. 2).

2.2 센서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록볼트 센서는 각각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와 나선형 철근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FRP 재료는 

몸체와 보강재를 포함하는 유기 비금속 및 무기 비금속 복

합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베이스 복합 재료로서 전기 절연

성과 접착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 및 내열성 또한 우

수하다. 또한 가소성 및 성형 수축이 적고, 경량이며, 시공

이 간편하다. 나선형 철근형 록볼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록볼트를 구입하여 활용하였다.

외경 25mm, 길이 3,000mm의 록볼트를 1/4 등분하여 

재료표면에 길이 100mm, 폭 10mm 정도의 직사각형 영역

에 센서 부착을 위해 매끄럽게 연마한 후, 센서를 직선으

로 설치하고 절연 테이프로 권선을 반복하여 센서 보호, 

방수 및 절연이 되도록 부착하였다. 록볼트 센서의 외부는 

사면 매설 시 센서의 와이어와 케이블의 파단을 막기 위하

여 센서 부착 후 코팅제로 처리하였다(Fig. 3∼Fig. 5).

2.3 센서 검정

본 연구에서는 GFRP과 나선형 철근형 록볼트 등 두가

지 종류의 변위타입 센서를 제작하였으며, 각 장치의 변위

-변형률 응답을 검정하였다. 오른쪽 끝에서 1/4길이의 위

Fig. 2. Cross section view of model slope

Table 1. Product specification

Part No. KCMT SS25 Name GFRP Soil Type RockBolt

Item Unit Standard Specification

Breaking Load mm 25

Tensile strength MPa 850

Shear strength MPa 150

Glass content % 75

Dia, Top (Da) mm 25.0±0.5

Dia, Top (Db) mm 22.6±0.5

Fig. 3. GFRP strain sensor Fig. 4. Steel bar strai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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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고정단으로 하고, 자유단에 하중을 가하여 변위를 측

정하는 방식으로 캔틸레버보 조건과 같은 검정방법을 사

용하였으며, 하중 부여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과 응답변형

률을 측정하였다(Fig. 6). 

Fig. 7과 Fig. 8은 각각의 검정결과를 도식화하여 나타

낸 것이다. 검정결과의 추세선은 선형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계측 값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식 (1) 

및 식 (2)와 같이 1차함수로 표현하였다.

또한 하중부가에 따른 록볼트 자유단의 변형에 따른 응

답변형률이 비교적 명확하게 판별되어, 지반 변형거동의 

분석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검정결과에서

는 록볼트의 변위에 따른 응답 변형률이 각각 다소 상이함

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록볼트의 재료 차이에 따른 

변형계수의 상이성 및 주재료가 되는 GFRP 및 나선형 철

근의 불균질성 및 센서의 접합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1)

     (2)

2.4 센서 설치

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은 상단부 데이터 케이블 통

하여 Data logger에 연결하여 계측데이터를 자동으로 기

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Fig. 9와 Fig. 10 참조).

제체 상단에서 1.5m 깊이의 사면을 파고, GFRP 및 나

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를 상부면에서 1.5m 간격으로 좌우

측으로 등거리 배치하였으며 약 20mm 두께로 모래를 쌓

고 그 위에 록볼트 센서를 설치하였다(Fig. 11 참조).

또한 물과 시멘트 1:3의 모르타르 혼합물을 록볼트 센

서 주위에 타설하여 실제 록볼트 타설 조건과 유사하도록 

조성하였으며, 주변을 사석으로 시멘트 주변에 고르게 덮

은 후 성토하였다. 

Fig. 5. Schematic diagram of strain sensor

Fig. 6. Sensor displacement measuring

Fig. 7. Calibration of strain sensor (GFRP)

Fig. 8. Calibration of strain sensor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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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의 숏크리트 공법은 토사 또는 풍화된 암반 비탈면

에 풍화 및 유실 등의 진행성 작용을 막기 위해 시멘트 

혼합 재료를 뿜어 붙여 표면의 강도를 증가 시키는 방법이

나 본 연구에서는 버럭 성토체를 암반사면에 좀 더 가깝게 

모사하기 위해 사면에 숏크리트 공법을 적용하였다(Fig. 

12∼Fig. 13 참조).

2.5 사면붕괴 실험

본 연구에서는 Fig. 14 및 Fig. 15와 같이 사면선단부로

부터 단계적으로 굴착하여 모형사면의 붕괴거동을 관찰하

였다. 굴착작업은 백호우를 이용하여 절토면이 수직이 되

도록 Case 1(3.0m 굴착)과 Case 2(4.0m 굴착)까지의 2단

계로 수행하였다. 초기 굴착으로 2.0m를 굴착하였으나 계

Fig. 9. Schematic view of sensor installment Fig. 10. Data logging system

(a) Step 1 (b) Step 2

(c) Step 3 (d) Step 4

Fig. 11. Sensor drilled into the model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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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 데이터가 미미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사면붕괴 실험 결과

Fig. 16과 Fig. 17은 8m 높이의 사면에 숏크리트 공법

(Case 1)을 적용한 각각 굴착 깊이가 3m(Case 1-1)와 4m 

(Case 1-2)인 모형사면의 굴착실험 후 전경을 나타낸다. 

숏크리트는 10cm 두께로 타설되었다. GFRP 록볼트 센서 

3개와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 3개 등 총 6개를 설치하고 

사면의 붕괴에 따른 계측 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Fig. 16에서 백호우로 굴착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일직

선으로 절단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절단되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예상 굴착선보다 다소 상부측으로 더 절단되

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Fig. 17은 굴착 종료 후 사

면 붕괴 전경을 나타낸 것으로 굴착선 하부의 버럭이 붕괴

되면서 숏크리트 하부측의 버럭이 함께 흘러 내리면서 넓

은 면적의 숏크리트도 함께 붕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18과 Fig. 19는 8m 높이의 성토사면(Case 2)에서 

굴착 깊이가 각각 3m(Case 2-1)와 4m(Case 2-2)인 모형사

면의 굴착실험 중 및 실험 후 전경을 나타낸다. GFRP 록

볼트 센서 1개와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 1개 등 총 2개

를 설치하고 사면의 붕괴에 따른 계측 기록을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Fig. 18에서 백호우로 수직으로 3m 굴착 시 일

부 구간에서 굴착선보다 상부측에서 암반 버럭이 유동하

여 흘러내린 것을 볼 수 있다. Fig. 19에서는 4m 굴착 종료 

후 사면 붕괴 전경을 나타낸 것으로 사면 상부측까지 붕괴

되어 록볼트 센서가 노출된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20∼Fig. 21은 GFRP 록볼트 센서에 대한 Case 1 

및 Case 2의 실험 조건별 시간 경과에 따른 변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20은 3m 굴착 시 숏크리트가 타설된 

사면에서 계측된 GFRP 록볼트 센서의 Case 1-1-1(GFRP), 

Case 1-1-2(GFRP), Case 1-1-3(GFRP)과 암반 버럭의 성

토사면에서 계측된 Case 2-1-1(GFRP) 등 4개의 계측 기

록을 나타낸 것으로 굴착 후 8분정도 경과 후에 숏크리트 

사면에서는 최대변위가 약 70mm∼203mm, 성토사면에

서는 3mm 정도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숏크리트 

사면에서 변위가 크게 나타난 것은 굴착에 따른 숏크리트

의 하부측으로의 거동이 록볼트 센서에 영향을 미쳐 변위

Fig. 12. Shotcrete spraying Fig. 13. End of shotcrete spray

Fig. 14. Cross section showing stepwise excavation process Fig. 15. Excavating model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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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나타났으나 성토사면에서는 3m 굴착 시에는 사면

의 거동이 크지 않아 록볼트 센서가 설치된 지점에서의 변

위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21은 4m 굴착 시 숏크리트가 타설된 사면에서 계

측된 GFRP 록볼트 센서의 Case 1-2-1(GFRP), Case 1-2-2 

(GFRP), Case 1-2-3(GFRP)과 암반 버럭의 성토사면에서 

계측된 Case 2-2-1(GFRP) 등 4개의 계측을 기록을 나타

낸 것이다. 2단계 굴착이 진행된 시작 시각이 3750초이므

로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m 굴착 후 시간이 일정 정도 

경과하여 4m 굴착 전의 초기치 변위 값이 Case 1-2-1부터 

순서대로 각각 210mm, 100mm, 120mm, 121mm 등으로 

나타났으며, 4m 굴착을 진행하고 3분 정도 경과 후 성토

사면에 매설된 GFRP 록볼트 센서에서 인장과 압축 변형

이 나타나다가 230mm의 피크치를 기록하고 급격히 감소

Fig. 16. Excavating model slope (Case 1-1) Fig. 17. Excavating model slope (Case 1-2)

Fig. 18. Excavating model slope (Case 2-1) Fig. 19. Excavating model slope (Case 2-2)

Fig. 20. All GFRP displacement data during 3.0 m height 

excavation

Fig. 21. All GFRP displacement data during 4.0 m height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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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숏크리트 사면에서는 약 4분 정도 

경과 후부터 변위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Case 1-2-2 

(GFRP)와 Case 1-2-3(GFRP)은 각각 530mm와 313mm의 

최대변위를 기록하였으며 Case 1-2-1(GFRP)는 1200mm

가 넘는 변위를 나타냈다.

Fig. 22∼Fig. 23은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에 대한 

Case 1 및 Case 2의 실험 조건별 시간 경과에 따른 변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22는 3m 굴착 시 숏크리트가 타설된 사면에서 계

측된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의 Case 1-3-1(Steel bar), 

Case 1-3-2(Steel bar), Case 1-3-3(Steel bar)과 암반 버럭

의 성토사면에서 계측된 Case 2-3-1(Steel bar) 등 4개의 

계측 기록을 나타낸 것으로 굴착 후 8분정도 경과 후에 

숏크리트 사면에서는 최대변위가 약 36mm∼42mm, 성토

사면에서는 1.2mm 정도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GFRP 록볼트 센서의 경우가 유사하게 나선형 철근 록볼

트 센서에서도 숏크리트 사면에서 변위가 크게 나타난 것

은 굴착에 따른 숏크리트의 하부측으로의 거동이 록볼트 

센서에 영향을 미쳐 변위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암반 버럭으로 성토한 사면에서는 3m 굴착 시에는 

사면의 거동이 크지 않아 록볼트 센서가 설치된 지점에서

의 변위도 1.2mm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Fig. 23은 4m 굴착 시 숏크리트가 타설된 사면에서 계

측된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의 Case 1-4-1(Steel bar), 

Case 1-4-2(Steel bar), Case 1-4-3(Steel bar)과 암반 버럭

의 성토사면에서 계측된 Case 2-4-1(Steel bar) 등 4개의 

계측을 기록을 나타낸 것이다. 

GFRP 록볼트 센서와 같이 굴착2단계 굴착이 진행된 시

작 시각이 3750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m 굴

착 후 시간이 일정 정도 경과하여 4m 굴착 전의 초기치 

변위 값이 Case 1-4-1부터 순서대로 각각 310mm, 50mm, 

55mm, 71mm 등으로 나타났으며, 4m 굴착을 진행하고 3

분 정도 경과 후 암반 버럭으로 성토한 사면에 매설된 나

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에서 80mm의 변위를 기록하고 급

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 사면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

된다. 숏크리트 사면에서는 약 4분 정도 경과 후부터 변위

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Case 1-4-2(Steel bar)와 Case 

1-4-3(Steel bar)의 최대변위는 각각 190mm와 140mm를 

기록하였으며 Case 1-4-1(Steel bar)는 1000mm가 넘는 변

위를 나타냈다.

Fig. 20∼Fig. 23에서 숏크리트를 타설한 사면에서의 

계측 결과에서 사면 굴착 시 숏크리트가 일체화 거동하여 

록볼트 센서에서 변위가 암반 버럭으로 성토한 사면에서 

계측된 기록보다 크게 계측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록볼트 센서의 계측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록볼트 센서가 사면의 초기 거동 및 붕괴에 이르기까지의 

거동을 적절히 계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GFRP 록볼트 센서의 경우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

서 보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변위 감지 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질적인 측면으로는 GFRP 록볼트 센서가 사면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 보다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FRP 록볼트 센서와 나선형 철근 록볼

Fig. 22. All steel bar displacement data during 3.0 m height 

excavation

Fig. 23. All steel bar displacement data during 4.0 m height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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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센서를 이용하여 사면 붕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붕괴 

초기에 발생하는 사면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암반사면

에서의 GFRP 록볼트 센서와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숏크리트를 타설한 사면에서의 계측 결과에서 사면 

굴착 시 숏크리트가 일체화 거동하여 록볼트 센서에

서 변위가 암반 버럭으로 성토한 사면에서 계측된 기

록보다 크게 계측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록볼트 센

서가 사면의 초기 거동 및 붕괴에 이르기까지의 거동

을 적절히 계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현장실험 계측결과, 3m 굴착 시 GFRP 록볼트 센서의 

경우 3mm∼203mm 정도의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나

선형 철근형 록볼트 센서는 1.2mm~42mm 정도, 4m 

굴착 시 GFRP 록볼트 센서는 313mm∼530mm, 나선

형 철근 록볼트 센서는 140mm∼310mm의 변위를 나

타내었고, 급가속적으로 증가 후 파괴되는 것으로 계

측되어 GFRP 록볼트 센서 및 나선형 철근형 록볼트 

센서는 암반사면 붕괴 예측 시 록볼트 센서로서의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GFRP 록볼트 센서의 경우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 

보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변위 감지 성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재질적인 측면으로는 GFRP 록볼트 센서가 

사면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선형 철근 록볼트 센서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암반사면 붕괴에 대한 

사전예측 분석의 명확한 기법 확립이 필요하며, 그 결과는 

암반사면 계측관리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암반사면 붕괴 등의 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및 인명피해에 

대한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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