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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낙석위험지역에 낙석방지시설(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피암터널 등)을 설치하거나 우회탐방로를 개설하

는 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나 겨울철 이상 고온, 지반의 노령화로 인한 풍화와 

절리현상으로 매년 낙석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존 낙석위험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치악산 국립공원 황골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낙석 발생의 위험이 있는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Rockfall 프로그

램을 이용한 낙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지역에 계측시스템과 결합한 대책공법을 적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낙석의 지속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낙석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치악산 국립공원, 낙석, Rockfall 프로그램, 모니터링, 낙석 관리방안

ABSTRACT

The National Park Service is making efforts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by installing rockfall prevention facilities (rockfall prevention 

nets, fences, and Piam tunnels) in areas at risk of falling rocks. However, the occurrence of falling rocks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orrential rains caused by climate change, abnormal temperatures in winter, and aging of the ground, and the need to improve the existing 

rock risk area management plan has emerged. In this study, a pilot area at risk of falling rocks was selected for the Hwanggol district of 

Chiaksan National Park among Korean national parks, and rockfal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Rockfall program, and monitoring 

was conducted by applying a countermeasure method combined with the measurement system to the pilot area. Through this, a rockfall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for continuous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rock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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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63%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2개의 국립공원 중 18개의 국립공원은 산악형으로 구분

되어 있다. 산악형의 국립공원은 강우, 강풍, 태풍 등에 의한 사면의 붕괴와 지반의 노령화에 의한 암반의 풍화 및 절리가 진

행됨에 따라 낙석에 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급경사면의 낙석 및 붕괴는 암반사면과 토사가 섞여 있는 혼합사면에서 주

로 발생하는 데 암반사면의 경우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완암과 뜬돌의 탈락 형태로 낙석이 발생하며, 토사 및 혼합사면의 

경우 지표수의 세굴작용에 의해 지지력이 저하된 뜬 돌이 탐방로 내에 유입되는 형태를 보인다(Kim, 2017). 

낙석에 의한 피해사례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는 

개장 이후 2017년까지 총 925회의 낙석과 산사태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Stock et al., 2013). 국내에서는 최근 11년(2011~2021년) 사이 전국 국립공원에서 84건의 낙석이 발생하여 사망 3명, 부상 

6명의 인명피해와 약 26.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15년 6월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에서 약 5ton의 거암이 

탐방객을 덮쳐 사망 1명, 골절 등 중경상 3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낙석에 의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립공

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낙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낙석 발생에 

대한 예측과 매년 증가하는 낙석 발생 건수로 인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Kim et al. (2016)은 국립공원에 분포하고 있는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안정해석, 정밀조사, 대책공법 적용, 중

장기 정비계획 수립, 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국립공원 급경사지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Seo (2020)은 국내 국립공

원에 설치된 낙석계측시스템을 시스템 유형별로 구분하여 취득된 계측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계측시스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낙석 및 급경사지의 특성과 계측 시스템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낙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낙석 발생 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낙석 및 급경사지 현장 

상황에 적합한 낙석위험지역 관리체계의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대상지역

2.1 연구 대상지역 선정

치악산 국립공원은 비로봉(해발 1,288 m)을 중심으로 매화산, 천지봉 등 1,000 m 이상의 능선을 이루며 많은 봉우리와 기암

들이 솟아 있으며,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3개의 시·군에 걸쳐 175.7 km2의 면적을 가진 산악형 국립공원이다. 본 연구에

서는 치악산 국립공원 내 낙석위험지역 27개소 중 12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황골지구를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1).

Fig. 1. Study area in chiak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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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지역 현황

연구 대상지역인 치악산 국립공원 황골지구 유역에 대해 GIS 분석을 실시하고 시범지역과 표고, 경사향, 지질분포를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시범지역의 표고는 400 m, 경사는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지질은 호상편마암으로 낙석에 불리한 모암

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황골지구에는 낙석계측기 11개소 중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구로 낙석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황골탐방지원센터에서 입석사 구간의 탐방로는 낙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강우

로 인해 약 2ton의 낙석이 발생하여 출입 통제가 된 사례가 있어 낙석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3). 

(a) Pilot area (b) Elevation

(c) Aspect (d) Geological distribution

Fig. 2. Location and basic status of pilot installation site in Hwanggol district, Chiak national park

Fig. 3. Site of falling rocks in Hwanggol district, Chiak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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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치악산 국립공원 황골탐방지원센터~입석사(1.4 km) 구간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낙석에 대해 분

석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지역 내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낙석에너지를 분석하고 계측시스템을 설치하

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3.1 낙석위험지역 해석

낙석이 발생하게 되면 미끄러짐, 회전, 도약 등의 운동형태로 낙하하게 되는데 그 궤적은 자유낙하, 선 및 포물선의 형태를 

보인다. 낙석의 피해는 낙석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낙석 에너지에 비례하며, 낙석보호공의 설치를 위해서는 보

호공이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충격력을 분석하고 구조적 검토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pang이 개발한 낙석 발생확룔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과 거동에 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Rockfall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시범지역의 암괴를 대상으로 낙석에너지를 분석하였다. Rockfall 프로그램은 낙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많

이 고려할 수 있으며, 입력변수로는 상세암반의 비탈면 단면, 마찰각(), 비탈면의 거칠기(

), 비탈면의 피복상태(


), 표

면의 경도( ), 암괴의 크기와 형상 등 6개의 입력변수가 있다.

Rockfall 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중력가속도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여 낙석을 해석하므

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1과 같이 낙석 무게에 변화를 주어 각 100회 반속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1. A case for analysis of rockfall due to the changes in the weight of rocks

Division case 01 (Pilot area) case 02

Slope (°) 45 45

Height (m) 10 10

Weight of rocks (ton) 0.9 2.0

3.2 낙석계측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 예·경보 발령을 통한 탐방객 대피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계측시스템의 계측기 구성을 개선하여 보강

을 겸한 계측이 수행될 수 있는 ‘국립공원형 낙석위험지역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에 필요한 계측 센서를 선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계측시스템에 구성된 말뚝 변위계와 구조물 경사계를 포함하여 인장력계와 가속도계를 포함하

였다(Table 2).

Table 2. Measurement method and contents of the national park-type rockfall measurement system configuration sensor

Sensor Measurement method Description

Tensilometer Tension of reinforcing wires Analysis of Rock Behavior by Measuring Tension of Reinforcement (Wire)

Accelerometer
Impact force of protective 

construction structure

Check the impact energy of rock colliding with the prevention facilities 

(rockfall prevention nets)

Clinometer Inclination of a rock Measurement of the slope of a rock

3.3 낙석위험지역 관리기준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예·경보기준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센서의 종류와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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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다만, 초기 관리기준의 설정 후 장기간 축적된 계측자료를 특성별(계절, 기온, 강우 등) 변화주기 등을 검토하여 

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절차를 두어야 하며, 변위에 대한 관리기준을 지양하고 경사와 인장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Table 3은 기존 국립공원 낙석계측기 관리기준을 나타내었다.

Table 3. Management standards for falling rock instruments in existing national parks (Seo, 2020) 

Division Steps Criteria Action

Displacement 

meter

(Clinometer)

Blue Ordinary
Regular and frequent inspection

(Continuous observation)

Yellow
Displacement occured

(5 mm, less than 2 degrees)

On-site inspection, enhanced monitoring

(Continuous observation, reviw of rockfall)

Orange
Displacement of more than 5 mm

(displacement above 2 degrees) occured

Close examination, review of countermeasures

(Continuous observation, reviw of rockfall)

Red
Displacement of more than 10 mm

displacement above 3 degrees) occured

Temporary control, Preparation of emergency 

measures

4. 연구 결과

4.1 낙석위험지역 해석 결과

Rockfal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황골지구 내 시범지역의 낙석의 이동경로, 운동에너지, 도약높이 분포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를 Fig. 4와 같이 나타내었다. (a)와 (b)는 암괴의 이동경로를 나타내며, 두 조건 동일하게 약 10 m 지점에서 도약을 

시작하였으나 case 02는 20 m 지점에서 완전지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와 (d)는 거리에 따른 운동에너지 분포를 나타

내며, 낙하 시 발생한 최대 운동에너지는 각각 37 kJ과 67 kJ로 나타났다. (e)와 (f)는 동일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를 나타내

며 16.2 m 지점에서 각각 12 kJ과 50 kJ로 분석되어 탐방로를 만나기 직전인 15 m 지점에서는 50 kJ 이상의 운동에너지가 발

생하기 때문에 50 kJ의 충격에너지를 버틸 수 있는 높이 2.5 m의 표준 낙석방지울타리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평가되었다. (g)와 (h)는 암괴의 도약 높이를 나타내며 두 조건 모두 최대 0.8 m 이하로 도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 Case 01 - path of falling rocks (b) Case 02 - path of falling rocks

(c) Case 01 - Kinetic energy of falling rocks by distance (d) Case 02 - Kinetic energy of falling rocks by distance

Fig. 4. Rockfall analysis results using Rock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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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ase 01 - Kinetic energy of 16.2 m (f) Case 02 - Kinetic energy of 16.2 m

(g) Case 01 - Leaping heights of falling rocks by distance (h) Case 02 - Leaping heights of falling rocks by distance

Fig. 4. Rockfall analysis results using Rockfall (Continued)

4.2 낙석계측시스템 구성 및 관리기준 설정

계측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형식의 결정이 필수적이며, 계측된 데이터가 원활히 상황실과, 유지관

리 담당자 및 상황판단 회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시범지역의 낙석 해석 결과와 시범지역의 현황, 환경 등 

특성을 고려하여 낙석계측시스템과 관리기준을 설정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측기 예·경보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Tables 4, 5와 같은 센서의 종류와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였다. 다만, 초기 관리기준

의 설정 후 장기간 축적된 계측자료를 특성별(계절, 기온, 강우 등) 변화주기 등을 검토하여 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절차를 두어야 하며, 변위에 대한 관리기준을 지양하고 경사와 인장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Table 4. Application of Hwanggol district national park-type rockfall hazardous area management system 

Sensor configuration Measurement Communication Operation

Tensilometer Accelerometer 

Clinometer
Digital Manual Wireless Batteries

Table 5. Setting of sensor type and management criteria 

Structural clinometer
Tensilometer

(fluctuation)

Accelerometer

(Impact measurement)
Maintenance stepsCumulative 

displacement
Daily displacement

0.3 degree (≒ 0.5%H) 0.05 degree/day ± 5%
Securing data on the 

status of falling rocks at 

all times

Daily inspection

0.6 degree (≒ 1%H) 0.1 degree/day ± 10% On-site inspection

1.2 degree (≒ 2%H) 0.3 degree/day ± 20%
Situation judgment meeting after field 

investigation

4.3 낙석위험지역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는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시범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낙석계측장치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낙석계측장치는 장기계측이 가능한 디지털수동방식의 계측방식과 시간당 1회, 데이터 송수신 1일 2회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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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 1년 6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배터리 전원을 적용하였다. 낙석 해석 결과와 낙석계측시스템 구성 및 관리기준을 설정

하고 시범지역의 상부에 위치한 낙석위험 암괴의 제원에 따라 최대 3.22 ton을 안전하게 암괴를 지지하는 와이어 암묶기 보

강공을 실시하였으며, 와이어로프는 시공성이 용이한 10 mm 6x24 FC (마심)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였다. 와이어와 지지단 

기초부 사이에 Futek사의 인장력계(LCM525)를 결합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장력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Fig. 

5). 암괴에 설치한 낙석계측시스템은 암괴의 움직임에 따라 장력이 발생하게 되어 발생하는 에너지를 계측한다.

Fig. 5. Site of the int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the falling stone maintenance system in the Hwanggol district of Chiaksa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악산 국립공원 황골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정밀조사로 파악된 국립공원의 급경사지(낙석) 현황 및 낙석

계측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Rockfall 프로그램을 이용한 낙석 발생 시 해석과 낙석계측시스

템 및 관리기준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낙석의 위험이 높은 암괴에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감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으로 얻은 결론는 다음과 같다.

(1) 낙석 위험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Rockfall 프로그램을 통한 낙석 발생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계측시스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시범지역에 적합한 계측시스템과 관리기준을 설정하였다.

(2)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낙석에너지에 따른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해석 결과 낙석방지망의 허용 충

격력에 미치는 운동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암괴에 암묶기 공법과 장력을 이용한 계측시스템을 적용하였다.

(3) 낙석위험지 관리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낙석위험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위험도평가, 낙석위험구간 지정, 낙석위험관리에 대한 매뉴얼․지침 등 낙석위험지에 대한 관리 개선이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존의 낙석 예․경보차원에서 구축․운영하던 낙석계측시스템에서 낙석이 발생할 때 경보가 울리더라도 탐방객이 신속

하게 대피하기 어려우며, 또한 낙석경보의 관리기준을 변위계의 변위 발생에 따른 관리기준을 암반 거동과 변화, 안정

화에 따른 변형률을 고려한 유지관리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낙석의 위험이 있는 암반 및 급경사면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리방안 개선 등 정책적, 기술적 분야

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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