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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stability of rock slopes caused by heavy rainfall and soil mass sliding needs the 

preventable and reinforcing metho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stability is the shear 

strength available in the planar part of the failure surface, which shows that a progressive 

failure takes place and a reinforcing of rock slope using FRP grout is effectively available. In 

this study, a grouting bolting interval predictions by limit equilibrium analysis and Matlab 

mathematical computer codes in several cases is presented for FRP reinforced rock slope. The 

proposed mathematical computer code can be easily applied for seeking properly FRP grout 

intervals prior to design and execute a reinforcement of a rock slope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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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는 산악지 가 많기 때문에 각종 도로 

는 택지를 조성할 경우, 산을 인 으로 

개해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되며, 그로 

인해 암반이 노출된 사면은 집 호우시 사면붕

괴 는 산사태 등의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한

다. 사면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종류의 원인

에 의해서 괴형태가 복합 으로 나타나며, 특

히, 암반에서의 괴형태  가능성은 암반 자

체의 강도보다는 리의 방향성이나 리면의 

강도에 의해 좌우된다. 이때에는 암괴의 외력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사면 괴 즉, 평면 괴, 

기 괴, 도 괴  원호 괴 등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평사투   한계평형법에 의한 사면

해석을 실시하여  상태에 따른 사면의 안정성

을 검토하고 필요시 한 책을 강구하여 구

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평면 괴는 

암반사면에서는 비교  드물게 발생하는데, 많

은 암반사면 기술자들이 평면 괴를 기 괴의 

특수한 경우로 다루고 있으며, 보강사면 해석시 

여러 가지 문제 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한 

합리 인 평가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 괴가 상되는 토 

암반사면에서 건기시, 우기시  지진력에 따라 

보강간격과 착력을 각각 변화시켰을 경우, 

FRP 보강 그라우 공법이 평면 괴에 미치는 

향을 비교 분석하고, 합리 인 설계간격을 추

정하기 한 해석 로그램을 제안하여 그의 

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방법

1. 장 상사면

  본 연구의 상 사면은 도로확장  포장공사

에 따른 IC구간의 땅깎기 사면  아래에 명시

된 사면을 상으로 하 다. 상 사면의 일반

황은 사면높이 35.7m, 사면연장 300m, 사면경

사 1:0.5로 체 으로 풍화도는 HW～MW정

도로 쇄가 심한 상태이며, 토층이 재 되

어 있으며 두께는 2～7cm 정도이다. , 국부

으로 존재하는 입층은 쇄가 심하게 진행 

이며, 강우 등에 의한 지표수의 침투  지반의 

강도 하로 인해, 사면 붕괴(평면 괴)의 원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단되며, 추가

으로 2차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사면하부에도 리의 발달(fracture)

이 두드러지며, 사면 앙부에 인장균열이 진행

되고 있어 사면방향을 따라 발달한 토층이 여

러 곳에서 발견되어 반 인 사면안정 책이 

요구되고 있다. 

2. FRP 그라우트

  리  균열이 발달하여 풍화된 쇄  지반 

 암석지반, 구조 으로 취약한 지질 등과 같

이 단강도의 증가가 필요한 자연사면이나, 

취사면의 경우 취되는 상지역이 넓고 규모

가 커서 불연속면의 연장이 길어지고 취약부가 

노출됨에 따라 사면의 안정성이 상 으로 감

소된 지반을 보강하기 해 이용하는 사면보강 

공법이다. FRP 강성체 을 천공 홀에 삽입한 

후 이 의 측면에 뚫어 놓은 구멍을 통해 고강

도 주입재를 공극이나 불연속면의 틈새에 압력 

주입함으로써(기 압력=490～1470kPa) 원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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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강도 증 와 보강재에 의한 단, 휨  

Nailing 효과를 동시에 얻는 공법으로서 FRP 

이 와 다단그라우  장치를 이용한다.

3. 장  실내시험

  1) 슈미트해머 시험

  암석표면에서 10번의 슈미트해머 수치를 측정

하 고, 최 치와 최소치는 제외하고 나머지 측

정값을 평균한 결과 15～71으로 나타났다. 리

면이 산화되거나 상당한 부분이 풍화가 진행되

었거나 는 완 히 풍화되어, 부분 으로 암성

을 유지하고 있는 풍화암 의 암석으로 는 내

부는 신선한 암의 상태를 유지한 암석으로 슈미

트해머 값에 의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가 

3,5280～7,1540 kPa로 심한 풍화암(highly 

weathered rock) 는 보통 풍화암(slightly or 

moderately weathered rock)으로 나타났다.

  2) 재하 시험

  불규칙한 암편으로 축 방향에 한 강도지수

를 구하고 코아 시료의 재하 지수로 환산한 

값을 이용하여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구하

다. 상사면에 한 재하 시험 결과, Is(50)

는 6～12 범 이고 일축압축강도로는 55,468 

kPa로 나타나서 조사 상 장소의 암석은 모두 

풍화암으로 정되었다.

  3) 슬 이크 내구성 시험

  일반 으로 슬 이크 내구성지수() 시험 

결과, 체 으로 토 물이 존재할 때 일어나

는 흡수팽창에 의한 슬 이크 작용은 뚜렷하지 

않고, 역학  작용이 두드러져 재의 풍화정도

를 알 수 있었다.  

  4) 직 단 시험

  단시험은 잔류강도를 얻기 해 잔류강도 

측정법으로 시험하 다. 사용된 시료는 풍화토

를 사용하 으며 자연상태에서는 착력은 

11.76kPa, 내부마찰각은 31˚로 나타났고, 포화상

태에서는 각각 13.72kPa와 27˚로 나타났다.

4. 해석방법

  한계평형 해석 시에 사용된 로그램은 지진

력, 다층토  이방형 토층으로 구성된 사면에 

하여 원호  평면 괴를 효과 으로 안 율

을 계산할 수 있는 Slope/w를 사용하 다. 평사

투  해석 시에 사용된 로그램은 Stereonet상

에 비탈면, Daylight envelope, Friction cone, 

Topping envelope 등을 작성, 리면의 도분

포에 의하여 비탈면 안정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

는 DIPS를 사용하 다. 

  암반사면 평면 괴 해석 시에 사용된 로그

램은 지반 괴 면을 따라 존재하는 지반구조물

의 안정성을 해석할 수 있고 수리  지진력에 

한 자료와 지반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보강재

(Nail, Anchor, Sheet pile 등)를 고려하여 계산

할 수 있는 Rocplane 2.0을 사용하 다. 

Ⅲ. 결과  고찰

1. 장사면의 안정성 검토

  1) 한계평형 해석

  안 율은 사면의 활동면이 가지고 있는 단

강도에 한 한계평형상태에서의 단응력의 비

를 뜻하며, 이론상으로는 안 율이 1보다 크면 

사면은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의 경

우에는 사실상 지반의 강도와 사면조건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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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 기 안 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면의 허용안 율의 결정

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사면의 형상

을 포함한 주변환경과 지반의 강도정수 그리고 

만약의 경우 사면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특히 리면에서의 착력은 

사면 안 율에 많은 향과 의미를 갖고 근해

야 한다.

  아직까지는 사면안정에 하여 내진설계 기

을 정한 바는 없으나, 국내의 많은 기 이 시설

물에 한 내진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자체

인 내진설계 기 은 2등 의 붕괴 방지 기

으로 허용안 율을 1.1로 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암반지반은, 사면안정 해석에 향

을 주는 가장 큰 인자는 불연속면의 방향이고, 

일반토사와는 다르게 보강한 암반사면은 괴의 

형태  보강력의 차이로 획일 인 허용 안 율 

용보다는 기  사면안 율 Fs=1.5에 한 보

강 간격과 해당 안 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설

계의 비 자료로 참조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행 사면안정 해석시 지하수  결정방법은 

건기시의 시추공에서 측정된 지하수 를 용하

고, 우기시에는 다소 과다 안 측인 지표면 상

단에 포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용해 왔으나, 

산사태와 같은 비탈면 괴의 부분은 우기시

에 집 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지표면에서부

터 체 토층이 완  포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우기시의 암반사면의 지하수  치는 

지표면에서 일정높이 이하에 존재한다고 가정하

고, 강우시의 지역  강우특성을 고려한 표면

괴 해석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 한 집 강우

시에 지진하 은 건기시의 조건에 작용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Fig. 1은 장 상 사면의 표단면에 하

여 실내  장시험결과를 기 로 산 로그

램인 Slope/W를 사용하여, 사면안정 검토를 시

행 한 결과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건기시와 우기

시의 허용안 율인 1.5와 1.2를 기 으로 하면, 

건기시는 1.324, 우기시는 0.952로 해석되어 허용

안 율에 미치지 못하여 보강방법이 요구되었다.

       

   Fig. 1. Result of slope stability(Wet)

        Fig. 2. Stereonet

  2) 평사투  해석

  측된 불연속면의 방향성을 통계  기법으로 

해석한 평사투 법의 사면안정분석 결과로, 설

계경사각 (1:.0.5～1:1.5)에 따른 괴 험과 붕괴

유형에 한 검토를 하 으며, 괴면의 경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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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평행하고, 괴면이 경사각에 노출  

Daylight Envelope내에 Plot되는 등, 평면 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Fig. 2). 따라서 

불연속면에 의한 추가 인 암반의 붕괴를 방지

하기 해서는 사면 경사를 완화하기 한 사면 

취가 요구 되었다.

  3) 암반사면 해석

  평면 괴 분석결과는 주 리면 2개의 주향과 

경사는 각각 N57E/53SE와 N25W/58SW으로 

조사 되었고, 이 주 리면과 기 높이, 사면의 

방향성와 실내시험 단 정수 등 여러 요소에 

한 평면 괴의 안정성을 Rocscience사의 산

로그램 ROCPLANE 2.0에 의해 검토하 다

(Fig. 3). 검토결과 건기  우기의 안 율은 각

각 1.099, 0.822로 한국도로공사의 표 기  안

율에 못 미쳐 보강방법이 요구 되었다. 따라

서 Fig. 4와 같이 FRP grout을 이용한 보강방

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2. FRP 보강간격이 사면의 평면 괴에 미치

는 향

  해석을 한 입력자료는, FRP grout bolt의 

Fig. 3. Plane failure analysis(Wet, no support)

Fig. 4. FRP reinforcing grout plan 

길이 8m 이고, 1본당 11.6ton의 허용 긴장력이 

작용하며, 착력과 단마찰각은 실내시험의 

결과인 c=11.76 kPa와 ϕ=31°를 용하 고, 

bolt의 간격은 수직과 수평을 동일하게 유지하

다. , bolting 각도는 상부수평에 하여 50°

를 용하 고, 지진계수(seismic coefficient)는, 

상지역 구분이 지진구역 1 이고 내진 2등

(재 주기 500년)이므로, 설계지진계수 0.13g의 

붕괴방지수 에서 50%(해석시 지진하 은 용

지진계수의 50% 용, 한국토지공사, 2005)를 

용하여 0.065g로 사용하 다.

  Fig. 5는 건기 때의 상시와 지진력 용한 

FRP bolt 간격을 변화 조정하여, 사면의 안정성

을 해석한 결과이다. 

  상시에는 허용안 율 Fs=1.5에서 간격은 2.4m, 

지진 시에는 약 1.7m를 나타냈고, 조 할수록 

보강효과가 확실하지만, 경제성과 시공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보강간격이 커짐에 따라 안

율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보강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건기시의 경우에 보강간격이 기  허

용안 율인 Fs=1.5 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강간

격에 따른 안 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큰 경우

에는 보강 효과가 하게 커지는 것을 나타내

었다. 건기시의 상시 는 지진시 모두 1차 회

귀를 용하여 해석 결과와 체 으로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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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치를 나타내므로, 형 인 지수  상

계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6은 우기 때의 상시와 지진력을 용한 

FRP bolt 간격을 변화 조정하여, 사면의 안정성

을 해석한 결과이다. 건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

기시의 기  허용안 율인 Fs=1.2를 기 으로, 

안 율이 작은 경우에는 보강간격에 따른 안

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큰 경우에는 보강 효과

가 월등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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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factor of safety by 

grout bolting intervals(D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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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factor of safety by 

grout bolting intervals(Wet condition)

  우기인 조건에서는 건기인 조건과는 달리 지

진력 용시도 1차원  지수함수 계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지하수 에 변화에 따

라 수 단 량을 용하 고, 지진계수의 

용함으로서 비교  안정 인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기시에는 건기시의 지

수  1차 상  결과와는 다르게 더 높은 지수  

차수를 필요로 한다. 한 경우에 따라 기

을 설정하여, 2가지의 1차원  지수함수를 갖고 

해석하고, FRP grout의 보강 간격을 구하여, 시

공 에 검하고 보강효과를 측해야 할 것으

로 단된다.

3. 착력이 FRP보강사면의 평면 괴에 미치

는 향

  Fig. 7은 건기시에 상시력이 작용할 때, 착

력의 변화에 따른 사면안 율의 증진효과를 나

타낸 것이다.  

  착력이 클수록 사면에 한 보강효과는 1차

원 인 직선 인 증가를 보 고, 보강간격이 

1.0m일 때는 증가 경사도가 0.031이고, 보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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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Fs with cohesions 

(Dry and norm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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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Fs with cohesion    

 (Wet and normal conditions)

격을 크게 하여 2.0m일 때는 0.023, 그리고 보강

을 하지 않은 경우는 0.020정도를 나타내어, 보

강간격을 좁게 용하여 최소사면안 율이 클수

록 착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면보강효과가 증

진되었다.  건기시의 기  사면안 율인 

Fs=1.5 이상의 경우에 용 착력이 커짐에 

따라 최소안 율의 증진효과가 있었고, Fs=1.5 

이하의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거의 일정하여, 

보강간격에 따른 착력 증진효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8은 우기시의 상시력이 작용하는 조건에

서 지반의 착력이 FRP grout이 용사면의 

안 율에 발휘하는 증진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건기시와 마찬가지로, 착력이 클수록 사면에 

한 보강효과는 1차원 인 직선 인 증가를 보

고, 보강간격이 1.0m일 때는 증가 경사도가 

0.033이고, 보강간격을 크게 하여 2.0m일 때는 

0.025, 그리고 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는 0.022정

도를 나타내어, 착력의 변화에 따른 안 율의 

변화는 건기 때와 같이 변이정도가 크게 나타났

다. 우기시의 기  안 율인 Fs=1.2 이상의 경

우에 착력이 커짐에 따라 최소안 율의 증진

효과가 있었고, Fs=1.2 이하의 경우에는 FRP 

grout 보강간격에 따라 착력은 큰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FRP 보강 그라우  공법은 원 지반 강도 증

 효과와 보강재의 부식 우려가 없으며, 보강

재의 량이 작아 시공이 유리한  등 많은 장

이 있으나, 지반강도 증진 효과를 측정 등의 

어려움으로 과다 설계의 산 낭비의 우려가 있

다. 따라서, 합리 으로 용시키기 해서는, 

장의 체계 인 계측자료  실제 지반에 따르

는 기본이론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4. MATLAB에 의한 합리 인 설계 간격의 

추정

  시공 에 합리 인 grout 간격을 검토하기 

하여, Matlab 언어를 이용한 산 로그램을 

작성하 다. 

  Fig. 9 (a)는 건기시의 상시력 작용시의 grout 

간격에 한 사면안 율을 표시한 것이다. 상하 

 수평 보강 간격을 각각 다르게 시공하는 것

이 보통이므로, (b)와 같이 상하  수평 간격

의 면 에 하여 도시하 고, 그림과 같이 

형 인 지수 형태로 나타나므로, 지수형태의 추

정식을 용하기 해, 수축척으로 나타내었

다. (c)는 (b)의 결과를 단순회귀 분석하여, 1차

원  추정곡선의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d)는 

(a)와 같이 보강간격과 최소안 율을 log scale 

변환 없는 정상상태(normal scale)로 다시 나타

냈고, '*'표시는 정 grout bolting 간격을 표시

한 것으로, 보강 간격을 쉽게 읽을 수 있어 설

계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 다. , 그림상에 

기 사면안 율에 한 합한 안 율의 결과치

를 표시하 다. 단, 안 율이 1보다 작게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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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수치를 변환하여 작성하 다. 산 작업

은 그림과 같이, 데이타 입력 후, 일 처리 방식

으로 작성하 고, 한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 다.

  실제 설계상의 보강간격은 각 상 사면의 토

질 강도 정수와 grout체의 정착력 등에 의하여 

구해지나, 비 조사 단계  FRP grouting 효

율성 등을 사 에 검토하는 것이 요하며, 복

잡한 많은 요소들을 산 로그램에 입력 변수

로 하기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한 간이식 산 

code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Fig. 10은 건기 시의 상시력과 지진력이 작용 

했을 경우를 같이 나타낸 것으로, 기  사면안

율의 Fs=1.5에 한 상시력  지진력 작용

시의 정보강 간격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건기 시의 지진력이 작용 했을 때 기  안 율 

Fs=1.5일 때의 grout 보강 정 간격은 1.72m 

정도로 나타내어 상시력이 작용 했을 때에 2.37

에 비하여 그 지진에 해 상 인 험도 분

석에 도움을 주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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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uter procedure for seeking grout bolting interval     

 (Dry and normal condition)

  Fig. 11은 우기시의 상시력과 지진력이 작용 

했을 때의 산 작업의 결과이며, 각각 Fs=1.2

에 하여 합한 보강간격은 각각 2.48m와 

1.95m를 나타내었다. 행 사면안정 해석시 지

하수  결정방법은 건기시의 시추공에서 측정된 

지하수 를 용하고, 우기시에는 다소 과다 안

측인 지표면 상단에 포화되는 것으로 가정하

여 용해 왔다. 산사태와 같은 비탈면 괴의 

부분은 우기시에 집 으로 발생하므로, 지

표면에서부터 체 토층이 완  포화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우기시 암반사면의 지하

수  치는 지표면에서 일정높이 이하에 존재

한다고 가정하고, 강우시의 지역  강우특성을 

고려한 표면 괴 해석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 

한 집 강우시에 지진하 은 건기시의 조건에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Fig. 11에서 나타낸 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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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s of computer procedure

        (D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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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s of computer procedure

         (Wet condition)

 

  땅깎기 비탈면에 한 기  안 율을 국내의 

경우에는, 각 기 마다 건기시에는 1.5, 우기시

에는 1.1∼1.2 범 에서 용하지만 건기, 우기

의 구분보다는 하 조건이나 장응력상태를 고

려하여 안 율을 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FRP 보강사면안정에는 강도정수, 단 량, 

사면 높이  형상, 지하수, 해석 방법, 불연속

면의 성질 등 불확실한 많은 요소가 작용하므로 

시공이나 설계 에 개략 인 검토가 필요하며, 

각각 다른 보강방법에 한 설계자료 측이 

단히 요하다. 한, 상세한 강도정수의 선택과 

사면조건 등을 검토 후, 사면 안정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여건에 맞도록 안정해

석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은 물론, 비경제 인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평면 괴가 상되는 토사

면에서 FRP 보강 그라우  공법이 암반사면의 

평면 괴에 미치는 향과 용성을 비교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강간격이 작을 경우에는 건기  우기 모

두에서 지수변화 인 보강효과를 나타냈고, 

큰 경우에는 보강효과에 향을 미치지 않았

다. 기  허용 사면안 율(Fs=1.5 는 

Fs=1.2)보다 안 율이 큰 경우에는 FRP 그

라우 의 보강간격에 따른 보강효과가 크고, 

작은 경우에는 보강 간격이 안 율에 큰 향

을 나타내지 않았다.

2. 리면의 착력이 보강효과에 미치는 향

은 착력이 증가할수록 보강효과가 직선

으로 증가하 고, 보강간격이 작은 경우는 

FRP 그라우 의 보강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합한 기  허용안 율에 맞는 보강간격을 

찾도록 수치변환  산 계산 모형을 작성하

여, 그의 용성을 평가한 결과, 해석 산 로

그램의 토질 정수의 용에 신 해야 하나, 

시공 의 보강간격의 결정  보강효과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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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4. FRP 보강 그라우  공법은 원 지반 강도 증

 효과와 보강재의 부식 우려가 없으며, 보

강재의 량이 작아 시공이 유리한  등 많

은 장 이 있으나, 설계시 획일 인 안 율을 

용하는 것보다는 지진특성과 강우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경제 인 설계 방법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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