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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남면저수지 일대의 지질특성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

임명혁*, 박진영

Study on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lope Stability of Nammyeon 

reservoir in Bonghwa County, Kyungpook Province

Myeong Hyeok Ihm*, Jin Young Park

Abstract The geology of the study area is composed mainly of conglomerate, sandstone, and shale and basalt. It 

is a rock that has been observed to move relatively recently through various brittle deformation and various stress 

fields during the recent period. To form a gentle terrain with severe crushing. The slope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the Taegok Fault in the north-northeast direction and the Bukok Fault in the western north-west direction, and 

many faults, fault zones and fracture zones of various sizes are developed in the rock bed. In this study,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lope are investigated and the countermeasure method is suggested. It is suggested that 

periodical measurement and analysis should be performed by installing a measuring instrument according to each 

structure for safety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roads and grounds during construction or reinforcement by the 

countermeasure method for the slope of the study area.

Key words Fault, Fracture zone, Slope countermeasure method

초  록 연구지역의 지질은 주로 역암과 사암, 협재한 셰일 및 현무암류로 구성되고, 신생대 말에서 최근기간 

동안 여러 번의 취성변형작용과 다양한 응력장을 거치면서 비교적 최근까지 움직임이 확인된 암반으로서 단층작

용의 영향을 많이 받아 파쇄가 심한 완만한 지형을 형성한다. 비탈면은 북북동주향의 태곡단층과 서북서 주향의 

북곡단층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며, 그 구성 암반에는 여러 규모의 수많은 단층과 단층대 및 파쇄대가 발달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탈면에 대한 지질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공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지역 

비탈면에 대한 대책공법으로 시공 중 혹은 보강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변도로 및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구조물별 사안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계측 및 분석이 꾸준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단층, 파쇄대, 비탈면 대책공법

1. 서 론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소재 남면지구 이설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위치한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 검

토를 실시하였다. 대상 비탈면의 연장은 180 m이며 곳

곳에 발달한 단층과 취성전단대 부분의 응력해방으로 

인해 다수의 인장균열이 발생하였다. 인장균열은 비탈

면 내부에 발달되어 있는 단층면과도 연결되어 있다. 

본 비탈면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책공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예비조사, 지표지질조사, 단층조사 및 절개

된 비탈면의 face-mapping을 실시하고 도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평사투영 프로그램 해석 및 암반비탈면의 안

정성을 분석하였다. 깎기비탈면은 설계 시 충분한 조사

와 시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실시하여 안정된 비탈면경

사를 확보하여야 시공 시 및 유지관리 시 비탈면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진다(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99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1998). 이 비탈면은 토사비탈면과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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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tudy area and geological map around slope

Fig. 2. The shape of the L-shaped retaining wall is displaced by fault at the lower part of the slope

비탈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위

하여 비탈면경사완화공법, 비탈면보강공법과 비탈면의 

법면보호공법 등이 적용된다. 보강에 있어서도 안정성

을 강화하는 방법과 가해지는 하중을 저감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방법이 있으나, 공법 적용 시 현

장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지질개요 

2.1 지질개요

영남지역에는 대부분 경상누층군에 속하는 중생대 백

악기 퇴적암류와 이를 중생대 백악기말에 관입 및 분출

한 화성암류들이 분포하는데, 검토할 비탈면이 분포하

는 경북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지역은 경상분지 영양소

분지 하양층군 퇴적암류인 동화치층, 가송동층, 청량산

층 및 도계동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관입한 기타 암

맥, 암반의 풍화잔류토 및 신생대 제4기 충적층이 분포

한다(Fig. 1). 연구 지역의 비탈면은 청량산층에 해당되

며 역암과 사암, 안산암, 현무암 및 협재한 셰일로 구성

되며 신생대 말에서 최근까지 여러번의 단층작용과 다

양한 응력장을 거치면서 최근까지 변위가 확인된 암반

이다. 또한 단층작용의 영향으로 파쇄가 심하고 이완된 

지반으로써 대체적으로 완만한 구배의 지형을 형성하

고 있다(Korean Geological Map : Yean, 1963; Fig. 2). 

연구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 중 역암은 모래 직경

의 기질 및 다양한 크기와 암종의 역을 포함하고 있으

며 기질의 주 구성광물은 석영이다. 역의 종류는 화산

암편, 규암, 화강편마암, 화강암, 현무암, 퇴적암편 및 

안산암 등이다. 현무암과 안산암은 역암의 층리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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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eongyangsan conglomerate and shale outline appearing in the study area

Fig. 4. Geological cross-section in study area

Table 1. Major rock types of slope in study area

구 분 주 구성암석 부 구성암석 암맥 류

비탈면 구성암석 현무암 역암 석영 맥

sill의 형태로 관입하기도 하고 분출하기도 하여 복합적

인 산상을 보이고 있다. 역암과 화산암류에 수십 cm 두

께로 협재하고 있는 적색셰일은 층리가 매우 잘 발달하

기도 하지만 일부는 혼펠스화된 양상을 띠기도 한다

(Fig. 3). 암석의 색은 암녹색, 암회색 및 황녹색을 띠고 

여러 규모의 수많은 단층과 취성전단대 및 전단절리가 

발달하고 있다. 특히 연구지역의 단층면은 수십cm 규

모의 폭에 달하는 취성전단대로써 단층대 및 단층파쇄

대가 270/45 배향으로 발달하고 있고 비탈면 하부 이설

도로 밑으로 수m 심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단층면이 제당 

구조물 쪽으로 연장되어 비탈면과 제당 구조물을 구성

하는 지반이 모두 이완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Fig. 4). 

연구지역 비탈면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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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eological planar figure in the study area

Table 2. Type and orientation of discontinuities developed on the slope in study area

구 분 비탈면 배향 종 류 주 불연속면 파괴 형태

불연속면의 종류와 배향 230/40
단층, 파쇄엽리, 

층리, 전단절리
단층면, 파쇄대 원호파괴, 평면파괴

2.2 구조지질

암석이나 암반은 지하 심부와 천부를 막론하고 지반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양상으로 구성광물이나 암석의 

조직 및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연구지역의 비탈면의 

암반 내에 나타나는 불연속면은 아주 미약한 층리면, 

셰일에 나타나는 세층리면, 파쇄대, 단층 및 절리 등이다. 

아주 미약하게 발달하는 층리면은 셰일과 역암 및 현무

암과의 경계면으로써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발

달하고 있으며 비탈면의 여러 구간에 발달한 파쇄대는 

단층파쇄대의 형태로 발달하여 암반이 매우 이완 및 교

란된 상태이며 파쇄대의 배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단층면들은 거의 일정한 배향의 중규모 단층들로써 

각 단층면의 틈은 수cm 이상의 폭으로 발달하고 있으

며 그 연장은 수 십m~수 백m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규모 단층대에 가깝다(Fig. 5). 절리들은 대부분 

거의 법면과 약간 교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불규칙 

절리인 전단절리로써 연장이 수 십cm~수 m 이상 발달

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단층면과 파쇄대 및 다양한 

불규칙 절리들은 암반 비탈면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이들의 배향과 간격, 특성 등이 대표단면에서 암

반파괴의 여부 및 파괴형태, 파괴방향, 파괴하중 등을 

좌우하게 된다(Davis, 1985).

특히 비탈면에 발달하고 있는 단층면과 파쇄대의 암

반은 심하게 풍화 및 분쇄되어 거의 토사화 된 상태이

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암반이 원호파괴의 형태로 붕

괴될 가능성이 큰 비탈면이다. 또한 비탈면의 상부는 

단층을 따라 지반이 이완되어 여러 인장균열이 수m의 

심도로 발달하고 있어 이 부분 또한 원호파괴의 가능성

이 큰 비탈면이라고 할 수 있다(Song, 1993; Lee, 2001; 

Ihm, 2001, 2005; Wyllie, 1999; Fig. 4). 암반 내의 주

요 불연속면과 수반된 불연속면의 종류와 파괴형태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2.3 암반 특성

연구지역의 암반은 대부분 풍화암에서 보통암의 상태

를 유지하고 있고 비탈면 상부는 심하게 풍화가 진행되

고 있으며 토사의 거동을 보이는 이완된 잔류토사 층이 

분포한다. 현무암과 안산암 및 역암은 비교적 괴상의 

암반으로 나타나나 많은 전단절리, 다양한 단층 및 취

성전단대의 발달로 암반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여서 풍

화작용이 급속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암석 

내 불연속면(특히 단층면과 절리면)간의 결속력이 매우 

미약하여 강우기는 물론이고, 동결․융해특성에 기인한 

암괴 이완현상이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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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acture planes causing small plane failure along fault 

plane

Table 3. Results of physical property test of slope rocks

시료번호 구조물
시료채취심도

(m)

압축강도

(kgf/cm
3
)

비중 흡수율(%) 암질분류 지질

BH1 제당 6.0 430 2.73 1.41 보통암 역암

BH2 방수로 6.5 249 2.72 1.58 보통암 사암

BH3 여수토 9.0 124 2.70 2.62 보통암 사암

BH4-1 제당 8.5 64 2.34 6.10 연암 사암

BH4-2 제당 10.0 122 2.71 2.08 연암 사암

BH5-1 제당 6.0 474 2.67 0.34 연암 미사암

BH5-2 제당 8.0 347 2.68 0.34 연암 셰일

Table 4. The numerical value of the basic friction angle of the rocks (Barton, 1982)

Rock Types Basic Friction Angle (φb) Rock Types Basic Friction Angle (φb)

Amphibolite 32 Granite 29~35

Basalt 31~38 Limestone 33~40

Chalk 30 Sandstone 25~35

Dolerite 36 Shale 27

Dolomite 27~31 Siltstone 27~31

Schistose Gneiss 23~29 Slate 25~30

로 판단된다. 또한, 비탈면 중 단층들과 파쇄대 및 무수

히 많은 전단절리가 발달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수 cm
3
~

수 십cm
3
 크기의 암괴들로 분리된 상태로써 토사거동

과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이고 있다.

2.4 불연속면의 배향

비탈면 파괴 여부, 암석의 특성, 불연속면의 배향과 

특성 및 지질구조 등에 따라 대표단면을 취하여 비탈면 

단면도를 작성하였으나(Fig. 4), 대표단면 내 주불연속

면의 특성과 파괴특성 및 평사투영 해석이 유사하여 비

탈면 전체를 통합 기술하였다. 검토 구간의 비탈면들은 

소규모 단층과 중규모의 단층대와 파쇄대가 비교적 잘 

발달한 상태이며, 수 cm 폭의 파쇄대들이 단층면과 거

의 평행하게 발달한 양상이다. 또한, 단층면 및 파쇄대 

주향은 비탈면의 주향과 거의 평행하거나 약간 교차하

게 발달하고 있고(Fig. 6), 그 경사각은 비탈면의 경사

각과 비슷하거나 약간 급하게 분포하고 있어 비탈면의 

안정성에 불안한 파괴면으로써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비탈면의 상부에 형성된 수 십 매의 

인장균열들은 비탈면 내부에 발달한 단층면들과 연결

되어 있으므로 평면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

며, 비탈면 암반이 수 cm
3
~수 십cm

3
 크기의 암괴들로 

분리된 상태여서 토사와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일 가능

성이 커 원호파괴에 대비해야 한다.

3. 지반 특성 

3.1 비탈면 구성 암석의 물리적 특성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 사업처에서 수행한 남면지구 

지질조사보고서(2011)에서 연구지역 내 시추한 조사 공 

암석코어 시료에 대하여 농어촌연구원에 압축강도,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시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참고로 암석의 종류별 마찰각의 개략적인 값의 범위

를 Barton(1982)에 의해 정리된 것을 Table 4에 수록 

하였다. 제 4.2.2절에서 기술할 강도정수 산정 시 Barton

의 값과 현 비탈면에 대한 기존의 조사 및 실험 보고서 

결과 값을 모두 고려하여 한계평형해석에 입력할 강도

정수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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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ype and orientation of main discontinuities in the slope

구 분 비탈면의 배향 종 류 배 향

깎기비탈면 230/40 단층

270/45

280/85

240/32

340/88

Fig. 7. Stereonet of the main faults in the slope

3.2 비탈면의 지반 특성

3.2.1 일반특성 

대부분 연암 ~ 보통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단층 및 

파쇄대 발달구간은 심하게 풍화가 진행되어 있는 풍화

상태가 매우 불량한 양상이다. 현무암과 안산암은 세립

질의 장석 및 기타 유색광물로 구성된 화산성 퇴적층이

거나 일부 층리에 평행하게 관입한 화산암으로 암석 자

체의 강도는 높으나 단층과 파쇄대 및 파쇄엽리가 발달

하여 암반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 단층면이 

비탈면 상부에 인장균열과 연결되어 비탈면 전체가 붕

괴할 수 있는 상황이다(Noh, 2006). 또한 암석 내 불연

속면(특히 단층면과 파쇄대)간의 결속력이 매우 미약하

여 강우기는 물론이고, 동결․융해특성에 기인한 암괴 이

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전단 절리면과 암질경계면을 따른 지표수의 유출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탈면의 

안정성 해석을 위해 대표단면을 선정하였으며, 대표단

면에서 암반파괴의 여부 및 파괴형태, 파괴방향 등을 

Fig. 4와 Fig. 7에 각각 비탈면 단면도와 평사투영도로 

나타내었다.

3.2.2 주 불연속면의 특성 

불연속면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불연속면의 종

류, 배향, 간격, 연속성, 지하수 상태, 충전물 및 틈 등으

로 상세하게 기술하며, 불연속면의 개략적인 양상파악

을 위해서는 Fig. 5에 나타낸 비탈면의 전개도와 Fig. 

4에 나타낸 대표 단면의 비탈면 단면도 및 Table 5에 

비탈면과 단층의 배향을 나타내었다.

3.2.3 파괴특성 및 평사투영 해석 

주 불연속면인 단층에 대한 평사 투영해석결과 비탈

면의 배향, 예상 파괴면 및 예상 파괴방향에 대한 평사 

투영도를 작성하여 Fig. 7에 나타냈다. 비탈면을 구성하

는 암체는 층리면과 절리면, 단층면 및 파쇄엽리에 의

해 암반이 분리된 상태이고, 불연속면에 의한 파괴는 

파쇄대와 단층면을 따른 평면파괴 및 이완된 소규모 암괴

로 이루어진 비탈면 전체에 걸쳐 원호파괴가 예상된다.

4. 안정성 검토

4.1 대책공법 선정 기준

도로의 깎기비탈면은 설계 시 충분한 조사와 시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실시하여 안정된 비탈면경사를 확보

하지 않으면, 시공 시 및 유지관리 시 비탈면안정에 문

제가 발생하여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깎기비탈면은 

토사비탈면과 암반비탈면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안전

하게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탈면경사완화공법, 비탈면보

강공법과 비탈면의 표면보호공법 등이 적용된다. 보강

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법과 가해지는 하중

을 저감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방법이 있

으나, 공법 적용 시 현장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적용할 필요

가 있다. 대책공법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 제시된 대책공법은 허용안전율(건기시 : 1.5, 우기시 : 

1.2) 이상을 확보

� 보강대책 수립에 적용할 수압은 우기 시 비탈면이 

포화된 상태에 대하여 검토

� 보강대책의 수립범위는 활동비탈면을 중심으로 조사 

시험한 지역을 위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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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pplied soil properties

지층 구분 ϒt (KN/m
3
) c (KPa) ϕ (°)

풍화토 18 15 30

풍화암 20 30 33

연암 23 100 35

Table 7. Original slope stability study result (dry season)

구 분 프로그램 안전율 판 단 비 고

암반 TALREN 1.34 NG F.S 1.5이상

Table 8. Original slope stability study result(rainy season)

구 분 프로그램 안전율 판 단 비 고

암반 TALREN 0.62 NG F.S 1.2이상

제시된 대책공법은 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비

탈면의 보강범위를 제시하였으며 필요시 보강범위를 

확대 조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제시된 보강안은 상세설계 또는 시공 시 각종 재

료제원, 시공 장비의 능력 그리고 현장 깎기비탈면의 

실측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나아가 경

제성, 시공성 및 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4.2 원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

4.2.1 개요 

연구지역의 남면저수지 이설도로 중 북측 깎기비탈면 

등 비탈면 주변 일대를 face-mapping과 단층조사 등에 

의해서 대표단면을 선정하였다. 비탈면의 안정성검토를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프랑스의 TERRASOL사가 1997

년에 지반구조물의 안정성 해석을 위해 개발한 TALREN

을 주로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4.2.2 강도정수 산정 

연구대상 지반의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불연속면의 전단강도이므로 불연속면을 포함하

고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절리면 전단 시험과 각종 물

성 치 시험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로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미 연구 지역에 대한 지반

조사 결과와 지반 시료에 대한 물성 및 역학성 시험 값

이 도출되어 있는바 그 값들을 이용하였다(Kyungchang 

Engineering Corporation, 2012a, 2012b;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1, 2015). 연구 검토비탈

면 안정성 해석에 적용한 지반정수는 전술한 기존 자료

에서 암석의 종류, 단열 발달 특성 및 단열 밀도 등을 

고려하여 풍화토, 풍화암 및 연암으로 구분하였으며

(Cheon, 1998), Table 6과 같이 적용하였다. 이는 연구

지역의 비탈면이 많은 단층과 파쇄대 등으로 거의 유사

한 패턴으로 작은 암괴로 분리 및 이완된 상태이므로 

암석의 종류와 지층 구분에 관계없이 풍화토 지층에 해

당하는 입력정수 값으로 한계평형해석을 수행하였다.

4.2.3 원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 

Table 7은 원비탈면에 대한 건기 시 안정성 검토한 

안전율을 나타내며 Fig. 8은 안정성 해석을 한 결과를 

보여준다. 대표단면의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건기 시 

안전율이 1.34의 값을 나타내어 깎기 비탈면 건기 시 

기준 안전율인 Fs=1.5에 미달 되므로 추가의 대책공법

이 필요하다.

Table 8은 원비탈면에 대한 우기 시 안정성 검토한 

안전율을 나타내었다. Fig. 9는 안정성 해석을 한 결과

를 보여준다. 대표단면의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우기 

시 안전율이 0.62의 값을 나타내어 깎기비탈면 우기 시 

기준 안전율인 Fs=1.2에 미달 되므로 추가의 대책공법

이 필요하다.

4.3 대책공법별 안정성 검토

4.3.1 개요 

이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지역 원비탈면의 안

정성 검토 결과 건기와 우기 모두 기준 안전율 이하로 

산정되었으므로 본 비탈면의 대한 대책공법을 안전성과 

경제성 및 시공성에 근거하여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파일공법, 계단식옹벽, 숏크리트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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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riginal slope stability analysis result (dry season)

Fig. 9. Original slope stability analysis result (rainy season)

조합, 두 번째로 비탈면경사완화공법, 숏크리트공법의 

조합, 마지막 제시 공법은 비탈면경사완화공법이다.

4.3.2 적용공법 검토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대책공법 중 구배 1:2로 비탈

면경사완화공법을 적용 시 비탈면 상부 경계 밖의 많은 

부지를 매입하여 절토해야하므로 현장의 형편상 현실

성이 없으므로 안정성 해석에서 제외 하였다. Table 9

는 연구지역 비탈면의 대표 단면에 대한 건기 시 적용

공법의 안정성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이크로파일공

법, 계단식옹벽공법, 숏크리트공법의 조합 및 비탈면경

사완화공법, 숏크리트공법의 조합을 적용 시 안전율은 

건기 시 기준 안전율 1.5를 모두 상회하였다. Fig. 10과 

Fig. 12는 TALREN을 이용해서 건기 시 비탈면안정해

석을 한 그림이다.

Table 10은 연구지역 비탈면의 대표 단면에 대한 우

기 시 적용공법의 안정성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이

크로파일공법, 계단식옹벽공법, 숏크리트공법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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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examination of the slope stability of the representative section according to each countermeasure method 

(dry season)

적용 공법 안전율 판 단 비 고

마이크로파일공법, 계단식옹벽공법,

숏크리트공법
3.3 OK

F.S 1.5이상
경사완화(1:1.5)

숏크리트공법
3.47 OK

Table 10. Results of examination of the slope stability of the representative section according to each countermeasure method 

(rainy season)

적용 공법 안전율 판 단 비 고

마이크로파일공법, 계단식옹벽공법,

숏크리트공법
2.51 OK

F.S 1.2이상
경사완화(1:1.5)

숏크리트공법
2.54 OK

Fig. 10. Analysis Results (micro-pile, stair retaining wall) of reinforcement slope stability  (dry season)

및 비탈면경사완화공법, 숏크리트공법의 조합을 적용 

시 안전율은 우기시 기준 안전율 1.2를 모두 상회하였

다. Fig 11과 Fig 13은 TALREN을 이용해서 우기 시 

비탈면안정해석을 한 그림이다.

5. 결 론

연구지역의 비탈면은 중생대 백악기 경상분지 영양소

분지 하양층군 청량산층에 해당하며, 주로 역암과 사암, 

협재한 셰일 및 현무암류로 구성되고, 신생대 말에서 

최근기간 동안 여러 번의 취성변형작용과 다양한 응력

장을 거치면서 비교적 최근까지 움직임이 확인된 암반

으로서 단층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아 파쇄가 심한 완만

한 지형을 형성한다. 

비탈면은 북북동주향의 태곡단층과 서북서 주향의 북

곡단층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며, 그 구성 암반에는 

여러 규모의 수많은 단층과 단층대 및 파쇄대가 발달하

고 있다. 연구지역 대상 사면의 단층면들은 폭 수 cm~

수 십cm 규모의 취성전단대로써 단층대 및 파쇄대가 

270/45 배향으로 발달하고 있어 비탈면의 법면과 배향

이 거의 평행하여 평면파괴 및 원호파괴가 곳곳에 발생

한 이완 암반 상태를 보인다. 비탈면에 대해 대표적인 

단면을 선정하여 원지반 안정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안

전율의 값이 0.62~1.34를 나타내어 우기 시와 건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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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nalysis Results (micro-pile, stair retaining wall) of reinforcement slope stability (rainy season)

Fig. 12. Stability analysis results for slope relaxation (1:1.5, dry season)

허용안전율(각 1.2, 1.5)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보강대

책이 요구되었다. 비탈면에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

책공법인 마이크로파일공법, 계단식옹벽공법, 뿜어붙임

공법의 세가지 조합, 차선책인 비탈면경사완화공법(구

배 1:1.5) 및 뿜어붙임공법의 조합, 마지막으로 비탈면

경사완화공법(구배 1:2)을 적용할 경우 전체 비탈면에 

대해 우기 시 기준 안전율 1.2를 상회하도록 대책을 강

구하였다. 비탈면의 지반은 풍화속도가 빠르고 단층에 

의해 붕괴 및 이완된 상태이므로 보강공법과 더불어 표

면보호공법의 적용이 요망되며, 연구지역 비탈면의 경

우 숏크리트 공법의 적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탈면뿐만 아니라 이설도로, 제체 및 저수지 지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각 구조물별 사안에 따라 계측

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계측 및 분석이 꾸준히 수행되

어야 하고, 비탈면의 경우, 지중 경사계와 광섬유 센서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계측의 빈도는 자동 계측과 

주기적 수동 계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계측된 자

료는 지질 및 계측분석 전문가에 의해 검토 및 관리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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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tability analysis results for slope relaxation (1:1.5, rainy season) 

어야한다. 본 연구지역의 비탈면안정성 평가는 정적인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므로 보강공법 적용 

시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

며, 또한 여수토방수로 암반 발파 시 일반 발파에서 정

밀진동 제어발파로의 공법 변경이 필요하고, 시공 중 

또는 완료 후 육안관찰 등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

우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추가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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