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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라북도 완주군 OO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밀림 산사태 지역에서 지구물리탐사(전기비저항 탐사,

굴절법 탄성파탐사) 기법을 활용하여 대규모 산지지반 변화를 파악하고 활동연약대를 추정하고자 수행 하였다. 또한 변

성암 지역에서 발생한 땅밀림 산사태 특성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였다. 표준관입시험으로 얻어진 N치와 전

기비저항 탐사의 저비저항 이상대, 지표지질조사로 얻어진 인장균열 위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표하부 10 ~ 15 m 사

이에 형성되어 있는 토사층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을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토사층의 불연속면과 연구결과로 얻어진 기

반암의 추정선 사이의 활동연약대 분포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땅밀림 산사태, 지구물리탐사, 인장균열, 저비저항 이상대, 활동연약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ground change of large scale mountainous region and to estimate

the active weak zone using geophysical exploration (electrical resistivity and refraction seismic explorations) in large scale

deep landslide area located in Wanjugun, Jeollabukdo. We also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eep landslides occurred

in metamorphic rocks region and confirmed the approximate scale.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N-value by

standard penetration test (SPT), low resistivity anomaly, and tension crack identified from field investigation, a

discontinuity in soil layer was estimated at 10 ~ 15 m below the surface. Based on this results, the distribution pattern

of active weak zone was confirmed between the discontinuity in soil layer and estimation line of bedrock.

Keywords: deep landslide, geophysical exploration, tension crack, low resistivity anomaly, active weak zone

서 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산사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우면산, 춘천 마적산에서 발생한 산사

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였다. 일반적으

로 산사태(landslide)는 산지의 기반암을 피복하고 있는 토사

및 수목, 지질학적 불연속면(절리, 층리, 단층 등)을 갖는 풍화

된 기반암의 붕괴 등이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급작스

럽게 흘러내려 이동함으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Lee and Park, 2004; Ko et al., 2014; Kim et al.,

2017). 이러한 산사태는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

여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편이나, 땅밀

림 산사태(deep landslide)의 경우 오랜 시간 거동으로 인해 발

생하므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땅밀림 산사

태의 경우 그 규모가 크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

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피해

를 예방하여야 한다.

땅밀림 산사태는 활동면 위의 토괴가 일체로 활동면을 경계

로 하부로 미끄러지는 산사태의 한 형태로 이동 토괴의 두께

는 10 ~ 20 m, 폭은 두께의 5 ~ 10배, 길이는 폭의 1.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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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규모가 크고, 이동속도는 0.01 ~ 10 mm/day로 매우 느

린 특징을 가지고 있다(Varnes, 1984; Woo, 1997). 상대적으로

사면붕괴 내지 산사태의 발생은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발생 시에 집중적이고 급격히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러한 경우는 국내 및 국외에서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땅밀림 산사태의 경우는 활동

면이 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강우 등의 외적요인(강우

강도, 강우지속시간, 누적강우량 등)과 지질 암종의 풍화 및 구

성광물의 성질 및 지형적 특성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Stead

and Wolter, 2015).

Park (2015) 연구에 따르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 땅밀림 산

사태지의 다수를 차지하는 암석 성인별 모암은 변성암류인 것

으로 평가되었다. 변성암류인 편암와 편마암은 풍화대를 깊게

형성시키며, 풍화된 토양은 점토분이 많아서 땅밀림 현상이 용

이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Jau et al., 2000; Park

et al., 2003). 본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 또한 석영 편암으로 이

루어진 변성암 지대로 사면 상부에 인장균열이 다수 발생하

였다.

이와 같이 땅밀림 산사태의 발생규모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

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의 조사를 위해서는 지점

(point) 개념의 조사방안 보다는 공간(area) 개념의 조사방안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땅밀림 산사태의 활동연약대(active

weak zone)를 조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구물리탐사기법의 적

용성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땅밀림 산사태

위험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더불어 지구물리탐사(전기비저

항 탐사, 굴절법 탄성파탐사) 기법을 적용하여 땅밀림 산사태

와 같은 대규모 산지지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

반 내의 활동연약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땅밀

림 산사태 발생 내지 발생 징후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

한 지역으로 2000년 8월경 절취 사면부 및 이의 상부 자연사

면에서 소규모 표층유실과 소규모 사면붕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산지 자연사면 내에서 국부적인 인장균열이 다수 발생하

였다. 사면의 하부는 절토사면이고, 상부 사면에서 인장균열이

관찰되었으며, 최초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

으로 땅밀림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06년 이후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위험지구 및 자

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질은 Hong et al. (1969)에 의해 작성된 1:50,000 삼례도

폭을 살펴본 결과 시대미상의 옥천계 고산층, 하부석영편암대,

협탄대, 상부석영편암대의 변성퇴적암류를 기반암으로 중생대

백악기의 편상화강암 및 석영반암이 관입하고 있으며 최상부

는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연구대상지에서 채취한 토질시료를 이용하여 입도분석 한

결과 #200체를 통과한 시료가 24.3 ~ 40.2%로 점토질 및 실

트질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토질

및 세립질 토양의 경우 동일 강우조건 하에서 조립질 토양과

비교했을 때 토양 함수능이 더 크고 오랜 기간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질 토양에 비해 전단응력이 작다. 이러한 토

양조건을 갖는 산지사면에서는 사면붕괴 내지 산사태 등의 잠

재적 취약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지역 자연산지 상부사면에서 발생된 인장균열은

2013년 당시 전체 인장균열의 길이가 대략 696 m 정도였으나,

2016년에 측정된 인장균열의 길이는 대략 983 m로 3년 전 대

비 약 41%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연산지 상

부사면에서 발생된 인장균열의 방향성은 사면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발생되어 있으며, 인장균열을 기준으로 하부방향으

로 단차가 발생하여 지반이 침하된 상태이다. 특히 주변의 기

반암 노두에서 확인된 절리면 방향성은 주방향이 58/087, 부

방향이 34/294, 21/185로 측정되었다. 대상 사면의 주방향이

25/300인 점을 감안할 때 부방향 34/294와 거의 유사하게 놓

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사면의 형태는 평면

파괴 발생유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땅밀림

산사태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자연산지 상부사면을 기준으로 하부 절취사면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지반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대규모 사

면활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ig. 1은 연구대상지

의 위치이며 Fig. 2는 연구지역 주변의 지질 현황이다.

Fig. 1. Location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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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대상 연구지역의 사면에서 파악된 인장균열이 증가한 것으

로 파악됨에 따라 특정심도의 활동연약대를 따라 사면하부 방

향으로 땅밀림 산사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부사면에서 발생된 인장균열의 폭과 단차, 그리고

방향성을 고려해 보면 상부사면구간에서는 인장현상이 발생되

고 하부사면구간에서는 압축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반 내에서 인장(tension)과 압축(compress)

현상이 발생될 경우 지반 내 토사층(붕적토 및 풍화토)의 밀도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면의 대표단면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땅밀림 산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장균열

이 일어난 위치에서 토질시료를 채취하여 토질 분석을 실시하

Fig. 2. Geological map around the study area (from Hong et al., 1969).

Fig. 3. Topographic map showing the location of resistivity survey and refraction survey line, borehole, and tension crack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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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장균열과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비저항 및 굴절법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여 전기비저항과 탄성파 특성을 이용한 활동연

약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추가로 시추조사를 통해 상세지반을

파악한 후 적용된 물리탐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대상사면

내에서의 땅밀림 산사태 활동연약대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

Fig. 3과 같이 사면 상부에서 인장균열 및 지반침하가 관찰

된 구간에 지표지질조사를 수행하고, 땅밀림 산사태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인장균열과 수직방향으로 지구물리탐사(전기비

저항탐사,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지반의 상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부의 절토사면에 2개소에 대해서 시

추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추조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로는 회전수세식(Rotary Wash

Type) 유압형 시추기를 이용하여 표준관입시험과 병행하여 실

시하였으며, 시추구경은 NX규격으로 굴진하였다. 시추공에서

채취된 시료를 이용하여 토질성분 및 기반암의 암질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물리탐사 및 지표지질조사와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인 땅밀림 산사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 값은 지하수 존재 및 그 함량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단층 및 파쇄대 탐지, 공동 탐지, 연

약대 탐지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지하의 상태를 유추하기는 어렵지

만 전기비저항의 상대적인 차이로부터 지하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Kim et al., 1999).

전기비저항탐사(electrical resistivity survey)는 지하에 흘려

보낸 직류 또는 저주파 교류 전류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위

차를 측정함으로써 지하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결정하고 지하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Park, 2009). 시추조사와 같이 특정

지점에 대한 정보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측선 전 구간에 대

한 2차원 및 3차원적인 비저항 단면을 제공하며, 여타 자연훼

손 없이 비파괴적으로 용이하게 탐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Fig. 4. Stratigraphic cross section between BH-1 and BH-2 identified from boring data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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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간격 조절을 통해 고해상도의 지표자료부터 수백 m에 달

하는 지하 매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굴절법 탄성파탐사는 매질의 탄성특성에 의해 전파되는 탄

성파가 스넬의 법칙에 의해 하부 매질의 탄성파 속도가 상부

매질보다 클 경우, 임계 굴절된 에너지가 지층의 경계면을 따

라 하부층의 속도로 전파하다 상부 층으로 재 굴절된 파를 탐

지하여 지하구조를 파악하는 탐사이다(Park, 2009). 지표 바로

아래를 통해 도달한 직접파와 지하 매질 내 경계면으로부터

굴절되어 지표에 도달한 굴절파를 기록하고 가장 먼저 도달하

는 초동(first arrival)을 발췌(picking)한 후 이를 해석함으로써

지층의 심도 및 지하의 속도구조를 규명한다. 발파, 해머 등 여

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탄성파를 발생시켜 지층

경계면에서 굴절되거나 반사되는 탄성파를 기록하고 이를 분

석함으로써 지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지표상에 배치된 수진

기에서 발파 등에 의해 발생된 진동을 감지하여 지층의 탄성

파 속도를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지표에서 발생된 탄성파가 속

도가 서로 다른 지층을 통과하면서 반사되는 선두파(head

wave)의 도달시간을 기록, 분석함으로써 지층구조 및 탄성파

속도를 파악한다.

굴절법 탄성파탐사는 탄성파탐사의 속도 단면을 이용하여

지층의 2차원 구조를 파악하는 탐사 기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는 지표지질조사와 시추조사, 전기비저항탐사와 병행하여 토

층과 기반암의 깊이 및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된 활동연약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N치를 활용한 토층경계 구분

시추결과 BH-1번 공의 지층은 붕적층(점토질 실트)이 지표

에서부터 1.8 m, 풍화토(실트질모래)가 1.8 ~ 17.4 m로 약

15.6 m 두께로 분포하며, 17.4 m 이하는 석영편암으로 이루어

진 기반암이 분포하고 있다.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얻어진 N치

는 심도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나 10 ~ 13 m

구간에서는 29 ~ 34의 값을 보여 상·하부의 수치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BH-2번 공의 경우는 붕적층(실트질모래)이 지표에서부터

1.0 m, 풍화토(암편섞인 실트질모래)가 1.0 ~ 17.0 m로 약

16.0 m의 두께, 풍화암(암편섞인 실트질모래)이 17.0 ~ 32.3 m

로 약 15.3 m 두께로 분포하고 있으며 32.3 m 이하는 편암으

로 이루어진 기반암이 분포하고 있다. 표준관입시험으로 얻어

진 N치는 심도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나 14 ~

15 m 구간에서는 19 ~ 27의 값을 보여 상·하부의 수치보다 다

소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에 시추조사로 얻

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층단면도를 도시하였다. 시추조사 결

과 토사층이 17.0 ~ 17.4 m로 매우 두껍게 분포하고 있으며

점토질 및 실트질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하부사면에 위

치하는 BH-2번 공에서 기반암 출현 심도가 32.3 m로 현저하

게 깊어진 것으로 보아 강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것으로 사료

된다.

Fig. 5. Bedrock estimation line analyzed based on boring data and resistivity anomaly identified from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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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구물리탐사 이상대 분포 분석

전기비저항탐사는 상부 사면에서 발생한 인장균열과 수직하

게 측선을 설정하여 연약대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고, 탐사

결과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전극 간격 10 m, 연장 250 m로

측정하였으며 가탐 심도 50 m에 이르는 측선을 설정하여 수

행하였다.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69.9 ~ 1,218 Ω-m의 비

저항값 분포를 보였으며, 풍화대의 분포로 인해 상부심도에서

는 저비저항대가 우세하게 분포하며 하부심도로 갈수록 점진

적으로 전기비저항치가 증가하여 심부에서는 기반암의 영향으

로 인한 고비저항대가 나타나고 있다. Fig. 5에 지표지질조사

결과 관찰된 인장균열의 위치와 시추결과와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기반암 추정선을 도시 하였다.

시추결과 상부 토사층의 심도는 약 17.0 m 정도이고 이 구

간에서의 전기비저항치는 70.0 ~ 400.0 Ω-m의 분포를 보이지

만 대부분 240.0 Ω-m 이하의 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

을 보였다. 특히, 표준관입시험 결과 BH-1번에서 지표하부 10

~ 13 m 구간, BH-2번에서의 14 ~ 15 m 구간에서 상·하부보

다 상대적으로 낮은 N치를 보였으며, 같은 구간에서 전기비저

항 값은 상부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80.0 Ω-m 이하의 값

을 보여 연약대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구간

의 저비저항치는 탐사가 수행된 사면 하부에서 상부 까지 연

장되어 있다. 또한, 150 ~ 160 m 구간 에서는 연약대 및 차별

풍화대의 영향으로 170.0 Ω-m 이하의 저비저항이상대

(anomalous zone)가 형성되어 있다. 이 구간에서는 지표지질조

사 결과 사면방향(25/300)과 수직 방향으로 인장균열과 지반

침하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지반변형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

된다.

굴절법 탄성파탐사는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한 위치에 지오

폰 간격 10 m, 연장 250 m로 설정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지

층의 구분은 토사층이 700 m/s 이하, 풍화암층이 700 ~ 1,200

m/s, 기반암이 1200 m/s 이상의 값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속도분포(Park, 2009)를 사용하였다.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탄성파 속도는 하부로 갈수록 점이적인 속도 증가를 보

였으며, 탄성파 속도 1,200 m/s 이상의 연암층은 GL.- 17.0 m

이하의 심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풍화대의 두께가 탐사측선 종점부에서 90.0 m 구간까지 얇

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시점부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시추 결과 BH-1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

GL.- 17.4 m, BH-2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 GL.- 32.3 m로 두

꺼워지고 있는 결과와 부합한다. 땅밀림의 영향으로 사면 상부

에서는 인장현상에 의한 인장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하

부 구간은 압축현상에 의한 지반변형이 발생하여 토사층이 두

꺼워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토 의

본 연구지역은 연장 약 250 m의 땅밀림이 발생하고 있는 사

면이다. 사면파괴 유형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면이 위치한 구간

에서의 지질학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지질학적

특성이란 기반암이 갖는 선구조 및 불연속면 등의 분포 양상

과 차별풍화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지질학적 취약요소

들은 강우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사면파괴를 발생시키

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Stead and Wolter, 2015). 특히, 연

장성을 갖는 선구조 및 불연속면은 지층 내에서 활동 경계면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불리

한 지질구조로 볼 수 있다. Lee (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면

파괴의 유형은 퇴적암의 층리와 변성암의 엽리에 의한 파괴,

Fig. 6. Result of refraction seismic survey combined with bor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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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파쇄대를 따른 활동파괴, 토사사면 내에 잔존되어 있는

불연속면을 따라 파괴 및 상이한 지층의 경계부에서 파괴 등

으로 복잡한 구조지질학적 특성과 관련지어 발생되기도 한다.

연구 대상지의 사면 파괴 형태는 지구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토사사면 내에 잔존되어 있

는 불연속면을 따른 파괴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지의 지질은 시대미상의 하부석영편암대와 중생대

백악기의 편상화강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고 토사층은 점토

질 및 실트질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함수비가 24.5%로 비교

적 높은 편이다. Fig. 7과 같이 BH-1번의 풍화토층의 표준관

입시험 결과 10 ~ 13 m에서의 N치가 29 ~ 34로 상·하부 구

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고, BH-2의 표준관입시험

결과 역시 14 ~ 15 m 구간의 N치가 19 ~ 27로 상·하부 구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180.0 Ω-m 이하

의 값으로 상부의 전기비저항 값보다 낮은 값을 보여 연약대

일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이 사면 전 구간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땅밀림 현상의 주요 지시자인 인장균열은

연구구간의 상부자연사면 내 집중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저비

저항인 곳에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Fig. 8과 같이 인장균열이

발생한 최상부에서부터 토사의 연경도가 타구간에 비해 낮고

저비저항 이상대를 형성하고 있는 토사사면 내에 잔존해 있는

불연속면과 매질의 특성이 매우 다른 토사층과 기반암의 추정

선을 따라 땅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및 제언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물성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전기비

저항 값과 낮은 탄성파 속도로 특징되어 진다(Gktrkl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지구물리탐사 중 굴절법 탄성파탐사와

시추조사를 이용하여 지층경계를 확정하고 전기비저항탐사를

이용하여 연약대 및 풍화대를 특정하여 땅밀림 산사태의 활동

연약대를 도출하였다.

전기비저항탐사 결과에서는 지표면을 중심으로 토사층과 기

반암의 경계까지 저비저항 이상대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풍화대가 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탐사 측선의 150 m,

190 m, 220 m에서 땅밀림 현상의 주요 지시자인 인장균열이

관찰되었으며 저비저항 이상대와 상당한 일치를 보였다.

시추조사와 굴절법 탄성파탐사 결과 평균 토심은 GL. -17.0

m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풍화암의 경우 암의 기

본조직은 유지하고 있으나 그 역학적 성질은 대부분 소멸된

상태이다. 상부 토사층 내에 연경도가 낮은 구간이 표준관입시

험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 구간에서의 전기비저항 값도

180.0 Ω-m 이하의 낮은 값을 보여 토사층 내에 불연속면이 잔

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불연속면은 N치가 낮고 저

비저항을 형성하고 있는 지표하부 약 10 ~ 15 m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지역의 지반변형은 지구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굴절법 탄성파탐사) 및 시추, 지표지질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장균열 등과 같은 사면의 연약대로 우수가 침

투하여 지반을 약화시키고 자중을 증가시켜 토사사면 내에 잔

존되어 있는 불연속면을 따라 파괴되는 형태의 지반변형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하부 10 ~ 15 m에서의 표준관입시험의 상대적으로 낮

은 N치와 전기비저항 탐사의 저비저항 이상대가 일치하는 곳

과 저비저항 이상대 및 탄성파속도, 시추조사를 종합하여 추정

한 기반암의 추정선 사이에 활동연약대가 분포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 활동연약대의 전기비저항 치는 70 ~ 400.0 Ω-m로 나

Fig. 7. The N-Value for the depth of ground each bore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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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stimated landslide line based on the results of geophysical exploration, boring, and field investigation conducted in the study area.

 Landslide slip line (a): The line is consistent with SPT-N value of BH-1, 2 and resistivity anomaly area 

 Landslide slip line (b): The line is consistent with bedrock estimate line and resistivity anomaly area

Fig. 9. Estimated weakness zone based on the results of geophysical exploration, boring, and field investigation conducted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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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상부 토사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저항 값을 보였

다. 따라서 Fig. 9와 같은 연약 활동면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기후 및 지진 등의 외부요인 혹은 지하수의 유동 등에 의한 내

부요인 등에 의해 대규모 땅밀림이 본 연구에서 추정한 활동

연약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 땅밀림 특징 및 규모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

었으며 땅밀림 활동연약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추후 지형 및

지질 특성상 시추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전기비저항 탐사와 굴

절법 탄성파 탐사만으로도 땅밀림 규모 및 활동연약대를 추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변성암지역 뿐만 아니라 퇴

적암 및 화성암 지역에서도 연구를 수행하여 암종에 따른 대

규모 산지지반 변형 특성을 정립 하는 것을 제안한다.

땅밀림 산사태의 경우 산지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

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위험 징후가 발견된 사면

이라도 예산의 한계, 지형 및 지질적 한계, 시간적 한계 등에

의해 위험요소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

실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예산과 시간을 사용하여 위험요소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표 하부 지반의 상태 및 매질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시추조사가 있으나,

시추조사는 산림 훼손 문제, 비용 문제, 조사 투입 시간의 문

제, 공간적인 제약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Park et al. (2005)은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저수

지 제체의 안정성 관리에 유효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관

련기관에서 저수지 유지보수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일

반적으로 산사태 대책공법에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비

구조적 대책 중 하나인 전기비저항탐사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기존시추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 하였다. 즉, 위험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험사면에서의 상시적인 전기비저항탐사 및 굴절법 탄성파탐

사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땅밀림 산사태의 활동연약대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적 대책으로 사면 안정

화 공법이 적용된 사면에서도 정밀비저항탐사와 내부경사계,

변위계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할 경우 사면 안정화 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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