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정보 Ⅱ

2 불안정 지질조건 출현에 따른

대규모 암반비탈면의 조사, 분석 및
안정화 대책 사례
글 박부성 ＼ 토목기술팀 부장 ＼ 전화 02-3433-7715 ＼ E-mail bspark@ssyenc.com

1. 머리말

표 1 불연속면에 의한 암반비탈면 붕괴 사례(당사 사례 중심)
절리(Joint)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약 70%가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산업적 급변 속에 이의 효율적인 개발이 요구되면서 도로 신설•확
장,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국토개발에 의해 비탈면이 날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의 절개비탈면의 경우 약 75% 이상이 암반비탈면으로

쐐기파괴(편마암)

평면파괴(유문암)
층리(Bedding Plane)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 절개비탈면의 약 79%가 암반비탈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잡한 암종과 지질구조
특성 및 암반비탈면에서의 기존 시공 중 및 완공 후의 수 많은 붕
괴 사례들에 의한 사회, 경제적인 손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암반
비탈면에서의 안정성 문제는 건설공사 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평면파괴(사암)

평면파괴(석회암)
엽리(Foliation)

본 고에서는 암반비탈면에서의 주요 붕괴요인 중 불연속면과 지질
구조의 중요성 및 이에 의한 붕괴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불연속
면 중 비탈면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불연속면(단층, 엽리
및 암맥관입접촉부 파쇄대) 및 국내 사례가 거의 없는 특수한 불연
속면(심부 암종경계면 - 부정합면으로 점토대)에 의한 암반비탈면
의 붕괴현황, 조사,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당사 주요 기술검토

평면파괴(편암)

쐐기파괴(호상편마암)

단층(Fault) – Fault Clay & Slickenside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불연속면(지질구조)에 의한 암반비탈면 붕괴
절취비탈면에서의 원지반은 매우 불균질할 뿐만 아니라 심한 이방
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암반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쐐기파괴
(미그마타이트질편마암)

쐐기파괴
(셰일, 사암, 천매암 호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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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는 암석의 종류, 풍화도, 변질도,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및 특

흑운모화강암

성, 지질구조 특성 등의 내적인 요인과 강우, 융해, 지진, 발파 등의

충적층

외적인 요인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중 불연속면 및 지질구조가 암
반비탈면의 안정성에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
유문석영안산암

의 수 많은 경험과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암반에는 수 많은 불연속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연속면의 종류

유문석영안산암질
화산각력암

대상구간

에는 절리 및 벽개와 같은 분리면, 층리와 엽리 등 암석형성 과정
의 초기단계에 발생한 것, 단층이나 파쇄대와 같은 대규모적인 지
질구조와 연관되는 것 등이 있으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암석자체의 강도보다는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및 특성이 더

안산암질화산각력암

암회색
응회질퇴적암

각섬석화강섬록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다양한 불연속면에 의

[그림 1] 대상구간 지질도

한 암반비탈면 붕괴 사례를 당사 시공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3-2. 지반조사 및 붕괴원인 분석

나타낸 것이다.

대상 비탈면은 최대 절취고 약 35.5m, 시공구배는 토사 1:1.2, 리

3. 단층에 의한 비탈면 붕괴 사례

핑암 1:1.0, 발파암 1:0.8로 설계 및 시공되었다. 지표지질조사결
과, 유문석영안산암(Rhyodacite, H.W~M.W)이 주분포하고 있으

3-1. 지질 현황

며, 약 10~15cm 두께의 단층점토(Fault clay)가 협재된 단층면의

대상 비탈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소재의 부산신항 배후

교차(F1[48/292] + F2[50/009])에 의한 쐐기파괴(규모 : 약 720m3,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공사 현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산암질화

L=12m, H=20m, D=1~3m)가 붕괴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붕괴발

산각력암을 피복하는 유문석영안산암질 화산각력암과 이를 관입

생 전 집중호우(1일간 약 217.5mm)에 의한 우수침투에 따른 간극

한 유문석영안산암 및 본 유천층군의 화산암류를 관입한 각섬석

수압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붕괴현상

화강섬록암으로 주구성되고, 이들 전 암류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층과 절리, 절리와 절리의 교차에 의한

있는 신생대 제4기 퇴적층(충적층 및 삼각주 퇴적물)이 낙동강 하

추가 쐐기파괴가 예상되는 불안정 비탈면을 형성하고 있어 대책방

구 주변부를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안이 강구되었다([그림 2 및 3] 및 <표 2 및 3> 참조).

[그림 2] 대상 비탈면의 현황 및 지표지질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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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강공법 적용 후 안정성 해석 결과

[그림 3] 상세 지질구조 및 붕괴 현황

건기시

우기시

FS = 1.57 > 1.5 ∴ O.K

FS = 1.25 > 1.2 ∴ O.K

4. 엽리 및 암맥관입접촉부 파쇄대에 의한
비탈면 붕괴 사례

표 2 평사투영해석 결과
평면/전도 파괴

쐐기파괴

4-1. 지질 현황
대상 비탈면은 충북 충주시 소재의 국도 건설현장에 위치하고 있
으며, 시대미상의 옥천계 변성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한 백악기의
화강반암(산성암맥)이 기반암으로 분포하고 있고, 제4기 충적층이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대상지역의 대부분은 옥천계의

전도파괴 가능성 있음

쐐기파괴 가능성 있음

황강리층에 해당하며, 주 구성암석은 역을 함유한 천매암(Phyllite)
으로서 엽리 등의 불연속면이 발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암회색
~흑색을 띄며, 지표노두에서는 풍화되어 대부분 소규모 판상의

표 3 한계평형해석 결과(F1 및 F2의 교차)
건기시

우기시

암편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천매암을 관입한 화강반암(Granite
porphyry)은 상대적으로 풍화에 강한 편이나 부분적으로는 암질
간의 차별풍화 양상이 관찰되며 암종경계부에서는 파쇄대가 발달
하고 있다([그림 5 및 6] 참조).

FS = 0.97 < 1.5 ∴ N.G

FS = 0.81 < 1.2 ∴ N.G

3-3. 대책방안
본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보강공법으로 앵커 + 계단식 옹벽을 적
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공법적용 후 안정성 검토 결과 건기
시 및 우기시 공히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그림 5] 국내 천매암 분포지역 및 대상구간 지질도

림 4] 및 <표 4> 참조).
※ 보강공법 : 앵커 7단(CTC=2.5m, 자유장 4~6.5m, 정착장 3m)
+ 계단식 옹벽(L=40m, H=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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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표노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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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반조사 및 붕괴원인 분석
대상 비탈면은 연장 110m, 최대 절취고 약 39.4m로서, 비탈면 절
취 중(토사 1:1.2, 리핑암 1:0.7, 발파암 1:0.5) 이완된 천매암의 엽리

[그림 4] 대상 비탈면 보강 단면도

면과 암종경계면을 따른 평면파괴가 발생하였다. 활동이력 분석
2015 하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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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비탈면 활동은 2005년 5월 우기를 시작으로 절취된 비탈
면에 침투수에 의한 간극수압이 증가하여 부분적으로 비탈면 표면
부 유실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활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비안정성 평가인 평사투영해석 결과, 대상 비탈면은 평면, 쐐기
및 전도 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비탈면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상 비탈면의 지질특성과 지반의 상태를 파악하고 비탈면
붕괴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표지질조사, 시추조
사 2공, 전기비저항탐사 2측선, 시추공영상촬영(BIPS) 1공, 현장 및
실내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7] 지표지질조사 결과

지반조사 결과, 대상 비탈면은 변성퇴적암류의 일종인 천매암을
기반암으로 하고 있으며, 산성암맥인 화강반암이 부분적으로 엽리
면을 따라 관입한 지질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화강반암 관입
으로 인해 암종경계부에는 단층파쇄대(Fault Shear Zone) 및 단층
활면(Slickenside)과 같은 불량암질대가 발달하고 있다. 천매암은
연속성이 높은(High) 엽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엽리면의 경사방향
및 경사가 비탈면의 방향성과 유사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엽
리면을 따른 평면파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천매암과 화강반
암의 암종경계부에는 암맥관입접촉에 의한 단층파쇄대(화강반암
파쇄대 및 천매암 파쇄엽리면 발달)가 비탈면의 방향성과 거의 유

[그림 9] 시추공영상촬영(BIPS) 결과 (불연속면의 발생빈도 및 간극 현황)

사하게 발달함으로써 평면파괴가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3. 대책방안

7~9] 참조).

비탈면 안정대책은 천매암의 엽리면, 절리면 및 단층파쇄대의 방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상 비탈면의 활동 원인은 천매

향성 및 낮은 불연속면 전단강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비탈면

암의 급속한 풍화, 쪼개짐(Fissility) 및 Slaking 특성, 엽리면(점토질

구배를 1:1.7 이하로 완화하여 비탈면 활동력을 최소화하였으며, 비

협재) 발달과 같은 천매암의 불연속면 특성, 천매암을 관입한 화강

탈면 하부에 터널 갱구 배면 옹벽과 일체감을 줄 수 있는 PAP옹벽

반암의 관입 접촉에 의한 암종경계부 파쇄대 형성 등의 지질구조

공법의 적용으로 비탈면 절취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

특성 및 비탈면내 침투수 등으로 인한 불연속면의 전단강도 저하

여 안정성을 확보하였다(<표 5 및 6> 참조).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터널 갱구부에 위치하는 대상 비탈면은 불연속면의 발달이

[그림 8] 시추조사 및 전기비저항탐사를 통해 추정된 예상 활동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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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천매암이 주구성 암종으로 분포하고 있어 향후 풍화에 의한
비탈면 안정성 저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탈면 보호공
법 중 하나인 섬유거푸집 몰탈격자블럭을 적용하였다.

표 5 대상 비탈면 보강공법 선정
구분

PAP옹벽 + 경사완화(1:1.7)

•	비탈면의 경사(S=1:1.7, 30.5o)를 잠재적 활동면 경사(30°~40°)보다
완화시켜 활동력을 억제시킴으로써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선정안
•	키블록의 활동방지 및 비탈면 절취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PAP옹벽(영구앵커+ PC Panel) 적용

[그림 10] 대상구간 지질도 및 지층모식도

5-2. 지반조사 및 붕괴원인 분석
대상 비탈면은 당초 설계 및 시공시 연장 85m, 최대 절취고 약
41m로서, 과거 1차적으로 비탈면 하부 구간이 산사태에 의하여 활

단면도

동 후, 약 12m 내외의 두꺼운 붕적층이 퇴적되었으며, 이후 비탈
면의 우측 하부 및 최상부 그리고 배후 자연 비탈면부로 인장균열
이 점점 확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부 비탈면에 존재하는
인장균열부(연장 : 약 40m, 깊이 : 약 3~4m)의 제거 등을 고려한
구배완화(1:1.3)에 의한 비탈면 시공 중 대규모 인장균열(연장 : 약

표 6 보강공법 적용 후 안정성 해석 결과
건기시

90m, 깊이 : 약 7m 이상)이 재차 발생하였으며, 이후 암반의 이완
우기시

이 진행되면서 본 인장균열과 사교하는 방향의 추가 인장균열 또
한 다수 발생하였다. 이렇게 대상 비탈면은 굴착 전 및 굴착 중 수
차에 걸쳐 산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대상 비탈면
은 매우 불량한 지반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비탈면의 정확한 지층, 암종 및 지질구조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
해 총 3차에 걸쳐 상세 지표지질조사, 전기비저항탐사, 시추조사,

FS = 1.73 > 1.5 ∴ OK

FS = 1.28 > 1.2 ∴ OK

시추공 영상촬영(BIPS) 등의 정밀지반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였다.
지반조사 결과, 대상 비탈면은 주로 파쇄 및 풍화 상태가 심한 상

5. 심부 암종경계면(점토대)에 의한
비탈면 붕괴 사례

부 역암과 하부 회장암이 부정합면(Unconformity)을 형성하면서
분포하고 있고, 역암과 회장암의 암종경계 주변부는 파쇄대, 회장
암 점토대 및 회장암 열수변질대 등의 연약대가 다수 분포하고 있
다. 특히, 회장암 점토대는 심한 열수변질 및 풍화 작용에 의하여

5-1. 지질 현황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층후는 대체로 평균 약 1~2m(최소 10cm,

대상 비탈면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소재의 철도 건설현장에 위

최대 2.2m)로서 암종경계 주변부에 다수 협재되어 산출되는데, 대

치하고 있으며, 광역지질 측면에서 볼 때 시대미상의 변성암류 및

체로 비탈면 내부 깊은 심도에서 산 정상방향으로 약 10~15° 내

심성암류(회장암, 섬록암 등), 쥬라기 퇴적암류 및 백악기 심성암류

외의 상향경사를 보이며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가 분포하고, 제4기 충적층이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7~10> 및 [그림 11~15] 참조). 궁극적으로 산사태 발생 원인은 본

상세지질 측면에서 볼 때 터널 갱구부에 해당되는 본 대상 비탈면

회장암 점토대를 따른 전단강도와 마찰저항력의 감소 및 간극수압

의 상부층은 쥬라기 원지층인 사암, 셰일 및 역암으로 구성되고,

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서, 추가적으로 본 점토대를 기저로 하여

하부층은 부정합면을 형성하면서 회장암(Anorthosite)의 변질 및

상부 퇴적암 파쇄대 및 풍화토층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암반블록의

풍화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0] 참조).

이동(Rock Slide)에 의한 재활성 산사태(Reactivated Landslide)가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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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절취 전 비탈면 활동 현황

Site A

Site B

[그림 11] 대상구간 비탈면 활동 현황도

비탈면 상부 활동면
(돌출암괴, 역암층)

역암층 인장균열
(N78~86W/80~85SW),
5개소, 균열폭 W≒0.3~1.5m

Site C

비탈면 배후 활락절벽

[그림 12] 지표지질조사 결과

표 9 물리탐사 분석결과
전기비저항탐사

시추공영상촬영(BIPS)

•	Site C 인장균열 지점으로부터
산 정상방향으로 약 70m 후방에
위치한 조립사암층의 암괴블록
•	70°내외의 급경사, H≒15~20m,
L≒40~50m

비탈면 상부 셰일층 내 인장균열
(N85W 내외, L≒40m,
W≒0.4~1.5m, D≒3~4m)

표 8 절취 중 비탈면 활동 현황

표 10 시추조사에 의한 주요 불량암질대 현황
TB-1(2차)

TB-3(2차)

Site A

비탈면 굴착 중 인장균열 발견
(주향 N70~80W, L≒90m, W≒0.1~0.5m, D≒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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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쌍용

[그림 13] 3D 지층구조도

표 11 보강공법 적용 후 안정성 해석 결과

[그림 14] 지반조사 종합 결과 분석도

한계평형해석(우기시)

강도감소법(우기시)

FS = 1.31 > 1.3 ∴ OK

FS = 1.37 > 1.3 ∴ OK

6. 맺음말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다양한 암종 및 복잡한 지질구조 특성상 대
규모 비탈면 시공 시 다양한 내부 및 외부 요인에 의한 붕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절취공사 도중이나 완
공 후에 급작스런 파괴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공기지연
이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암반으로 구성된 비탈면의 경
우에 있어서는 불연속면이나 지질구조 특성이 붕괴의 주요인으로

[그림 15] 비탈면의 추정 활동면 분석도

고려되고 있으므로, 암반비탈면의 설계 및 시공 시 원지반의 지질
상태와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지반조사 및 시험

5-3. 대책방안

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의 종합적이고 정밀한 지반분석이

본 재활성 산사태에 의한 비탈면 안정화 대책방안으로 지층조건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밀지반분석결과를

깊은 심도 즉 심부에 존재하는 추정 활동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활용하여 안정성, 품질, 경제성 등이 고려된 최적의 대책공법을 선

암반블록의 활동면에 대해 충분한 전단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앵커공법과 억지말뚝공법 위주의 보강방안을 적용하였으며, 예
상 파괴면 부근의 파쇄대 구간은 지반보강 그라우팅공법을 병행하
여 비탈면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비탈면 안정성
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부 토사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하여 Soil Nailing 공법을 적용하였다([그림 16] 및 <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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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대상 비탈면 보강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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