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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우회도로 붕괴절토사면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ollapsed Cut-Slope in detour at Jeonra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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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In recent, the collapses of cut-slope is gradually increased due to the heavy rains
accompanied by typhoon. Specially, many cut-slope failures and landslides was happened to Goheung, Yeosu,
Suncheon region, Jeonranamdo in the middle of September 2007. The slope of investigation is width 20 m,
height 22 m, and the circular failure was occurred. The parent rocks of the slope are pyroclastic rock, namely
andesite, andesitic tuff et al. and the weathering grade is completely weathered to residual soils owing to
rapid weathering process and has the existence of fault zone and mafic dyke. Also, lots of extension cracks
are presented and the hydrologic condition is very deteriorated. As a result of the limit equilibrium analysis,
the safety factor is 1.09(in dry season) and 0.64(in wet season).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cut-slope, we
decided to use the retaining wall, anchors and drainage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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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급격한 지구환경의 변화로 년 태풍 루사 년 태풍 매미 년 태풍 에위니아 년 태2002 , 2003 , 2006 , 2007

풍 나리 등 태풍과 동반적인 지역적인 집중강우가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절토사면 구성지반의 급격한,

지반강도 저하로 붕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년 발생한 태풍 제 호 나리의. , 2007 11

영향으로 전라남도 고흥 여수 순천 일대의 많은 절토사면들의 피해가 컸으며 조사대상 사면도 이 시, , ,

기에 붕괴된 것이다 절토사면은 비 바람 일간 온도차 등 항상 외적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암반의 풍화. , ,

작용이 매년 진전되게 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

운용 중인 도로의 절토사면에서 붕괴가 발생될 경우 붕괴물의 도로침입에 따른 도로 통제가 불가피하

며 이로 인하여 도로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도로 운, , ·

용 전 또는 초기 운용 단계에서 위험사면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공법을 적용하여 항구적인 사면이 조

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 대상사면은 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포함 된 붕괴사면이다 우회도로는 여수시에서.○○ ○○

순천 남해고속도로 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기존의 국도 호선이 순천 시내를 통과함에 따라IC( ) 17

잦은 도로 정체를 유발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순천시 진입 이전에 외곽으로 도로를 대체시켜 교통량 분

산 및 원활한 물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현재 본 도로는 개통 후 도로의 이용율이 상당히 높으.

며 향후 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중요하게 사용될 도로 중, 2012 (EXPO 2012 YEOSU KOREA)

하나이다.

조사대상 절토사면은 우회도로 구간 내 구간의 절토사면 붕괴구간으로 연구대STA.6+340~380○○

상 사면의 지반은 화학적물리적 풍화에 극심한 영향을 받는 화산쇄설성 암석류로 구성되며 점토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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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포함한 점토질 토사 및 붕적층 등이 관찰되는 등 매우 열악한 지반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절토사면의 붕괴원인 분석과 더불어 주변의 열악한 지반조건에 대한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붕괴 절,

토사면의 붕괴 원인 분석 안정성 해석을 토대로 현장특성 시공성 경제성과 친환경성 등 기타 제반 사, , ,

항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보강대책 안 을 제시한 사례이다( ) .

연구 지역 지형 및 지질2.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과업지역의 전반적인 산,

세는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방향의 산세가 나타난다 이 지역의 광역적인 지N-S E-S .

형 형태는 지질구조선 및 화산암 분포에 의하여 비교적 완만한 산악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업지역,

은 비교적 낮은 높이의 구릉 지역에 해당된다.

조사대상 절토사면이 위치한 지역은 주로 백악기의 화산암 및 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함,

께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이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박희인 외 광양도폭 지질보고서 대상( , ‘ ’ , 1989).

사면을 이루고 있는 암은 신성리층에 대비되며 붕괴사면에서 관찰되는 지반의 모암은 조례동안산암과,

신성리층에 해당된다 이들 화산쇄설성암석의 경우 그 경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절. ,

토에 의해 법면 노출시 화학적물리적 풍화에 굉장히 취약하여 사면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암석으․
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본 암류의 경우 광양 도폭 의 서쪽 부분의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넓. “ ”

은 분포를 보인다.

조례동안산암의 경우 야외에서 암록색을 띠며 조직은 치밀하고 견고하다 장석 및 휘석류의 반정들이.

관찰되며 반정은 주로 크기의 사장석이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 변질되어 견운모 녹니석, 0.5~3 mm , , ,

방해석 등이 형성되었다 그 밖에 하이퍼신 휘석 인회석 불투명광물 등이 존재한다 신성리층은 응회. , , , .

질역암 응회질 사암 암회색 셰일 이암 적색이암 응회질각력암 안산암 등으로 나누어지는 다소 복잡, , , , , ,

한 야외 노출양상을 가진다 신성리층은 야외에서 질서정연한 층리 발달이 특징적이며 신성리층 내 안. ,

산암은 사장석 반정을 포함하며 세립사장석의 석기로 구성되며 미약한 유상구조의 발달이 관찰된다, .

대상사면의 경우 점토질을 다수 함유한 비교적 두꺼운 이암층으로 공학적 분류상 풍화토에 해당된다.

본 사면의 이암층의 경우 적색을 띠는 토사와 황토색을 띠는 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암석의 경계,

는 풍화의 영향으로 교란되어 뚜렷하지 못하다 부분적으로 안산암의 역이 발견된다 이암층의 경우 풍. .

화가 매우 심하여 풍화산물은 노란색을 띠는 황토의 특성을 가지며 지하수 지표수 유입 시 저각에서, ,

쉽게 거동될 수 있는 열악한 지반 상태였으며 붕괴부는 단층파쇄대 또는 염기성암맥의 관입부로 추정,

된다 그림 그림( 1~ 4).

parent

k

weak zone

그림 지반 노출 상태1. 그림 모암 풍화산물2. 그림 안산암 역3. 그림 단층4.



- 968 -

절토사면 붕괴 특성 및 안정성 해석3.

현장조사3.1

대상사면은 총연장 의 대규모 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좌측부 절토사면 붕괴부 구간에 국한680 m

하여 조사가 실시된 구간이다 본 사면의 기타 구간은 절토사면 시공단계에서 절취 후 실시한 식생공으.

로 인하여 절토사면 조사에 한계성을 가진다 금번 조사된 대상사면의 규모의 경우 총연장은. 20

최대높이는 약 에 해당된다 본 사면은 경사도 절취 후 낙m(STA.6+360~STA.6+380), 22 m . 1:1.0 ,

석방호시설로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식생공 형측구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붕괴부를 중심으로, , , L .

설치된 소단 수는 총 개소이며 소단과 소단 사이의 수직고는 약 간격이다 그림 그림4 , 5 m ( 5~ 7).

본 사면의 지점별 세부상황 설명

은 붕괴가 발생된 상부로부터 하부

로 순차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크게 상부자연사면과 사면 상단부,

사면 중간부 사면 하단부로 구분하,

여 기술할 것이며 사면 상단부는 제,

소단 상부 법면 사면 중간부는 제3 ,

소단과 제 소단 사이 법면 사면1 3 ,

하단부는 제 소단 하부 법면으로 구1

분하였다.

상부자연사면3.1.1

상부자연사면에는 가족묘가 존재

하고 있다 가족묘로 접근하기 위해

서 진입로 폭 가 설치되어 있으( 2 m)

며 진입로의 좌측부에는 깊이, 1 m

의 측구가 시공되어 있다 진입로의.

경우 교량연결부에서 최초 약 10 m

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반면 그 이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림 진입로 좌측부 측구는( 8).

플라스틱 재질의 기성품을 사용한

상태로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애프론 이 설치되어 있지 않(apron)

은 상태로 우기시 유입될 유수가 측구 내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측구와 지반과의 경계부로 침투됨, ,

으로 인하여 지반의 열악화를 진행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포장로의 토사는 붉은 색을 띠는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학적 분류상 점토 내지 실트에 해,

당된다 봉분 진입로의 토사 상태는 다짐 정도가 미약하여 유수가 쉽게 침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

진입로의 중앙부에는 폭 의 실균열이 관찰된다 그림 본 사면의 붕괴부는 포장이 되어 있지5 mm ( 9).

않은 직하부에서 발생된 것이 특징으로 사면 상부로부터 유입되는 지표수의 배수 문제의 소홀로 인,

하여 유수가 침투된 것이 붕괴 발생의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사면의 맞은 편 사면 쪽의 붕괴.

부와 동일한 연장선 상에는 깊은 계곡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으로 추정하여 보았을 때 현재 도로부.

는 도로 개설 이전에는 계곡부에 해당되는 지형으로 추정되며 우기시 지하수 또는 지표수의 유입이,

용이하여 지반의 습윤 조건이 습합 이상의 상태로 붕괴에 취약한 부분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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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사면과 절토부와의 접촉부 절토사면 최상단부 에서도 붕괴로 인하여 지반이 함몰되었으며 함. ( ) ,

몰부의 폭은 약 심도는 약 정도이다 함몰부의 경우 우기시 유수의 집수 지점으로2 m, 0.5~1.0 m .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주변 지반의 연쇄적인 추가 붕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

는 상황이다.

그림 대상사면 전경6. 그림 대상사면 측면7. 그림 상부 미포장로8. 그림 상부 실균열9.

사면 상단부3.1.2

사면 상단부는 제 소단 상단부 법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사면 상단부의 붕괴 발생으로 인한 함몰부3 .

는 사면의 주향 방향과 유사한 방향으로 총 매의 인장균열이 관찰된다제 소단과 제 소단은 완전히 유5 . 1 2

실된 반면 제 소단은 하부로 약 함몰된 형태로 나타난다 측면에서 바라 본 함몰부의 형태, 3 0.5~1.5 m .

는 마치 암반사면의 전도파괴가 발생될 때 상단부 블록이 전방으로 전도되는 형상과 유사한 형태로 토,

사 상단부가 전도된 형상으로 주요 붕괴 발생 구간은 구간에 해당된다 함몰부 간STA.6+360~6+372 .

의 이격은 평균 이며 심도는 에 해당된다 인장균열의 폭은 에 해당1.0~1.5 m , 0.7 1.0 m . 0.1~0.5 m～

된다 그림 그림( 10~ 15).

전도파괴 형태로 나타나는 토사의 붕괴 형태로 추정하여 볼 때 이 부분은 과거 단층파쇄대(fault

로 추정되며 풍화의 진행에 따라 단층면의 뚜렷한 증거로 제시되는 단층조선 결정섬유 등은 소실zone) , ,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상단부 붕괴부 좌측부 지점 에서는 방향의 단층면이 발견되며 단층면의 표면(STA.6+360 ) 72/045 ,

은 철 산화물로 피복되어 있으며 거칠기는 슬리켄사이디드 에 해당되어 슬라이딩에 매우, (slickensided)

취약한 조건이었으며 원호파괴 발생과 더불어 본 단층면은 미끄럼면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과 그림( 16 17).

그림 상단부 붕괴부10. 그림 제 소단11. 3

함몰 상태

그림 상단부12.

측면 붕괴 형태

그림 전도파괴 형태13.

토사 회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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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장균열 발달14.

상태(1)

그림 인장균열 발달15.

상태(2)

그림 단층면 발달16.

형태

그림 단층면17.

근접사진

사면 중간부3.1.3

사면 중간부는 붕괴가 발생되었던 최초 붕괴 시작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중간부의 지반은 본 사.

면의 붕괴 발생부 중 붕괴심도가 가장 깊은 곳이다 특히 구간 중간부의 경우 붕. STA.6+365~6+372

괴심도가 원지반에 비해 약 깊이까지 달하며 그림 의 붕괴부 지점은 붕괴심도2 m ( 18 ), STA.6+377Ⅰ

가 약 깊이 그림 의 붕괴부 까지 달한다1.5 m ( 19 ) .Ⅱ

붕괴부 의 그림 의 지점은 다양한 암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곳으로 풍화의 영향으로 암석 간5Ⅰ ⑥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나 안산암의 풍화산물 그림 의 안산암질응회암의 풍화산물 적색 토사 그, ( 19 (a)), ( ,

림 의 단층파쇄대 추정 의 풍화산물 황색 토사 그림 의 이 모두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19 (b)), ( ) ( , 19 (c)) .

암상 경계는 지반 내 열악한 취약구조에 해당되는 곳으로 유수가 유입될 시 유수가 집중될 수 있는 부

분이다 특히 그림 의 지점은 대부분 적색 토사로 구성된 구간 중 황색 토. , 5 STA.6+365~6+372⑥

사가 부분적으로 포함된 곳으로 팽윤성 점토를 다수 함유한 영향에 의해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다 그림 와 그림( 19 20).

붕괴부 의 구간의 지반은 대부분 황색 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사로 풍화STA.6+372~6+380 ,Ⅱ

되기 직전 산물인 아원형 또는 아각형의 블록의 표면에 흑색 철 산화물의 피복량이 적색 토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본 구간의 풍화 이전 초기에는 많은 절리를 포함하고 있어 지하수의 주요 유동,

통로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1).

붕괴부

붕괴부

그림 사면 중간부18.

(a)

(b)
(c)

그림 붕괴발생부 내19.

다양한 암상 노출 상태

그림 붕괴부20. Ⅰ 그림 붕괴부21. Ⅱ

사면 하단부3.1.4

사면 하단부는 붕괴 산물이 피복되어 있으며 사면 하단부의 평균 경사는 였다붕괴 발생시 전, 30~35° .

방으로 전도된 낙석방지울타리를 다시 사면 쪽으로 기울어뜨린 상태였으며 하단부의 낙석방지울타리의,

케이블 은 인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지주 역시 휘어 있는 상황이었다(cable) , .

사면 하단부는 상부의 적색토사와 황색토사의 노출빈도가 사면 중상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

고 회색빛 안산암질암의 풍화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암석의 제 소단 부근에는 수평방향이지만 사면. 1 ,

방향에 대하여 약 정도 하향하는 역방향의 잔류구조가 관찰된다 이러한 잔류구조에 의해 사면 상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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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붕괴가 하단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역방향의 잔류구조에 의해 제어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된다.

안정성 해석3.2

절토사면 강도정수 결정3.2.1

대상사면의 지반강도정수 결정 방법은 문헌 제시값 경험식 실내시험 등을 통하여 얻어진 값과 범위, ,

를 결정하여 이 중 가장 최소의 점착력 값과 내부마찰각을 선정한다 이러한 이유는 지반정수를 최소값.

으로 선정함으로서 대상사면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사면의 토사층은 적색토사와 황색토사로 구분된다 대상사면에서 발견되는 적색토사와 황색토사.

의 입도시험과 액성소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분류법 상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적색(USCS) ( 1).․
토사는 저소성점토 로 분류되었으며 황색토사는 저소성실트 로 분류되었다 안정성 해석을 수행(CL) , (ML) .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열악성이 높은 황색토사로 이루어진 단면을 대상으로 안정성해석을 수행하였,

다.

구분
F200

(%)

LL

(%)

PL

(%)
PI USCS

적색토사 66.88 46.05 27.15 18.90 CL

황색토사 61.62 54.98 16.40 38.58 ML

표 대상 흙의 물리학적 특성1.

본 연구에서 적용된 지반강도정수는 기존참고문헌 실내시험 결과 등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가장 최, ,

소의 지반강도 정수값을 안정성 해석에 사용하였다 표 안정성 해석을 위하여 선택된 단면은( 2).

지점으로 이 지점은 본 사면의 붕괴패턴이 모두 관찰되고 제 사면 붕괴 유발의 주된 열STA.6+372 , , 1

악 지반인 황토색 토사가 노출되는 지점에 해당된다 해석에 사용된 단면은 사면 하단부에 안산암질암.

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고 노출되는 잔류구조가 거의 수평에 가까운 역방향임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

을 이용한 건기시 안정성 해석 결과 산출안전율은 로 허용안전율인 에 미치지 못하여TALREN , 1.09 1.5

불안정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사면에 대한 우기시 안정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 산출안전율. ,

은 로 건기시에 비해 급격히 안전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면의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한 공0.64

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와 그림( 22 23).

대상
기존문헌 한국도로공사 실내시험 설계적용

c (t/ )㎡ ø( )˚ c (t/ )㎡ ø( )˚ c (t/ )㎡ ø( )˚ c (t/ )㎡ ø( )˚

황색토사 9.7 20 3.0≤ 15 1.97 22.9 1.97 15

표 조사대상 지역 지반의 강도정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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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건기시 안정성 해석 안전율22. ( : 1.09) 그림 우기시 안정성 해석 안전율23. ( : 0.64)

절토사면 대책공법4.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위험 절토사면 대책공법 결정은 조사대상 절토사면의 어느 구간에서 어떠한 형

태와 규모로 붕괴가 예상되며 어떠한 운동 형태로 이동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현장여건을 충, ,

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대책공법의 선정 시에는 공법 적용 지반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 ,

며 주변 교통 상황 등의 조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등 시공상의 제약, .

을 고려하고 시공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에 무리가 없는 대책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경제성,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안정성 해석결과 절토사면의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강공법을 통해.

절토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절토사면 안정해석 결과 안정하게 판정된 절토사면에 대. ,

해서도 예상치 못한 낙석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보호공법에 의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

여야 한다.

대상사면의 경우 구성암반은 물리적 화학적 풍화에 취약한 잔류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쇄대의 발, ,

달 영향으로 풍화등급은 완전풍화에서 풍화잔류토에 해당되는 등 구성암반의 지반상태가 매우 열악하

다 또한 사면 상단부 및 중간부의 원호파괴 발생으로 지반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열악한 지반이 지.

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붕괴부 및 붕괴 주변부의 지반이 약하여 추가 붕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절토사면의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해 절취를 통한 안정한 절토사면 구배를 확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당 절토사면의 경우 이미 대규모 절취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 대한 절취는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과다한 대책공법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법 선정단계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상태에서 붕괴부를 보강하여 추가 붕괴를 예방하고 풍화 등급이 불량한 지반의 침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공법을 고려하여 사면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면안정성 확보 시공 및 예산 효율성을 고려할 때, ,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파쇄대 및 풍화잔류토로 구성된 사면의 특성상 절토사면의 경사각과 무관하게 지.

표수 지하수 등에 의한 세굴 침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작용에 의해 국부적으로 추가 붕괴가, ,

우려된다.

향후 대상사면의 영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붕괴산물을 정리한 이후 계단식화단옹벽를 설치하여,

붕괴부를 보강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파쇄대 및 풍화잔류토 노출구간을 계단식옹벽으로 피.

복하고 붕괴부 지지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서 추가 붕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계단식옹벽에 화단을,

조성함으로서 식생에 의한 친환경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계단식옹벽으로 지반 보강 효과를 충분.

히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 붕괴부인 제 소단과 제 소단 사이 법면에 대하여는 계단식옹벽 내에 어2 3

스앵커를 설치함으로서 최선의 보강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실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유수. ,

의 지속적 침투로 지반의 열악화를 가중시켰던 상부자연사면 진입로에 대하여 콘크리트 표면처리를 통

하여 유수의 지반 침투를 최소화하여 유수에 의한 추가 붕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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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조사대상 절토사면을 구성하는 암석은 풍화에 취약한 화산쇄설성암석이며 단층파쇄대의 작용1) , ,

물리적화학적 풍화의 결과 황토 및 점토로 변질되어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지반조건을 가진다 화산쇄.․
설성 암석의 경우 절토에 의해 법면 노출시 화학적물리적 풍화에 굉장히 취약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사면안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암석에 해당된다.

대상사면은 총연장 최대높이 의 사면으로 원호파괴가 발생되었으며 단층파쇄대 또2) 20 m, 22 m , ,

는 염기성암맥의 관입부에 해당된다 상단부는 인장균열 및 함몰부가 매 이상 관찰되며 붕괴부 및. 5 ,

붕괴부 주변부의 지반 상태가 열악하여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

조사대상 절토사면에 적용된 지반강도정수값은 실험식 기존문헌 등을 참조하여 산출하였3) RMR, ,

으며 이다, c=1.98 (t/ ), ø=15° .㎡

4) 한계평형해석 검토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건기시 안정해석 및 우기시 안정해석 결과 모두 허용안전율에 미,

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사면은 붕괴산물을 정리한 후 하부에서 약 높이 의 계단식옹벽을 설치함으로서 압성토5) 20 m

효과에 의한 지반보강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면경사가 경사도로 완만하여 옹벽 전도 방. 1:1.0

지를 위한 대규모 앵커의 타설은 불가피하나 제 소단과 제 소단 사이 법면은 붕괴의 시작부로 지반, 2 3

이 열화가 뚜렷이 진행되었으므로 지반보강 효과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간격의 앵커를2×2 m

타설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상부자연사면 진입로의 경우 유수의 침투가 용이한 상태였으므로 콘크리.

트 표면처리 및 함몰부 메우기로 유수의 유입을 최대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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