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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굴착을 위한 수직사면의 안정대책 방안 수립 및 시행

Slope stability method establish and carry out in vertical slope for

tunnel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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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The tunnel type spillways is under construction to increasing water reservoir capacity in
Dae-am dam. Cutting-slope adjacent to outlet of spillways had been originally designed to be 63 degrees and
about 65m in height. Examination is carried out in preceding construction that it is caused to some
problems possibility which of machine for slope cutting couldn't approach to the site, blasting for cutting
slope might have negative influence on highway and roads nearby, and fine view along the Tae-hwa river
would be eliminated. In order to establish stability of tunnel and more friendly natural environment that we
are carry out detailed geological surface survey and analysis of slope stability. So, we are design and
construct for tunnel excavation with possible method that it is keep up natural slope. The result of survey
and analysis that natural slope was divided 3 zone(A, B, C zone). In A and B zone, in first removed floating
rock, high tensile tension net is install that it prevent of release and falling of rock, in order to security
during under working. In addition to, pre-stressed rock anchor is install purpose of security during tunnel
excavation because of fault zone near vertical developed above excavation level. Zone C is relatively good
condition of ground, design is only carry out random rock bolt. All zone are designed and constructed
drainage hole for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is easily drain. Desinged slpoe is harmony with near natural
environment. Successfully, construction is completed.

Key words : tunnel type spillways, geological surface survey, high tensile tension net, pre-stressed
rock anchor

서 론1.

대암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터널식 여수로가 설계되어 시공중이다 설계 당시 유출부 사.

면은 의 구배로 굴착하여 사면고 이상의 장대사면이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사면의1:0.5 65m .

절취에 선행하여 시공성을 검토한 결과 사면 절취를 위한 장비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사면 절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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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시 인접한 고속도로 및 고속 국도의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태화강 강변의 수려,

한 자연지형을 훼손하여 환경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친환경적이며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정밀 지표지질조사 및 안정성을 평가하여 자연사면을 유지한 상태로 터널

의 굴착이 가능한 방안을 수립 및 시공하였다 사면을 개 영역 영역 으로 구분하였으며 영. 3 (A,B,C ) A,B

역은 뜬돌의 제거 후 암괴의 이완 및 이탈을 방지하여 하부 작업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고강도 텐션네

트를 설치하고 터널 굴착시 상부에 잔존하는 수직에 가까운 단층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지압형 락

앵커를 영역에 추가로 시공하였다 영역은 비교적 양호한 지반조건을 가지고 있어 랜덤 락 볼트를A . C

계획하였다 모든 영역은 상부 사면으로 유입되는 지표수 및 지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공을.

시공하였다 설계된 사면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터널의 굴착시 안전사고의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공이 완료되었다.

지형 및 지질2.

지형2.1

대암댐의 터널식 보조 여수로는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로 태화강 본류의 우측

부 자연사면에 위치한다 본 지역의 광역적인 산계는 대암댐 서측 약 지점의 양산단층 방. 5.7 (N20°E㎞

향 을 경계로 하여 동서 지역이 양상을 달리한다 그림) .( 1.)․

그림 대암댐 위치도1.

양산단층의 서부지역은 대부분 안산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고현산 가지산 간월산(1,032m), (1,239m),

등의 고산준령이 장년기 지형을 보인다 대암댐이 위치하는 양산단층 동부는 분포암사에 따라(1,083m) .

지형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주로 퇴적암으로 구성된 대암댐 좌안부와 유역상류 대부분의 지역은 해.

발 고도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의 노년기 지형을 형성한다 터널 유출부는 태화강 우측부에200m .

해당되며 북동 남서방향의 능선이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가진 노출암반을 이루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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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대암댐이 위치하는 둔기천 수계는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서 발원 북동류하여 대암댐 지점 하류 약,

지점에서 태화강 본류와 합류 남동류하다가 사연리 부근에서 사연댐이 위치하는 대곡천과 합류1.0km

후 유하하다가 범서면 일대에서 유하하는 척과천과 합류 다시 하구부근에서 동천과 합류하여 동해로,

유입된다.

지질2.2

대암댐 일원은 한반도 지질계통상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 하양층군의 퇴적암류 대구층 혹은 사연(

리층 이 기반암으로 분포한다 이를 후기에 관입 또는 분출한 유천층군의 화산암류 하양층군 및 유천층) . ,

군의 제 암층을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군으로 대별된다 태화강 및 그 들의 지류와 계곡부에는 제 기. 4

충적층 및 붕적층이 제 암층을 피복하고 있다 대암댐 유역의 지질도는 그림 와 같다. 2. .

지질구조를 살펴보면 양산단층과 동래 단층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산단층에 의해 형성된 차, 2

단층대에 인접하고 있다 그림.( 3)

화강암

사암,

셰일

혼펠스

규장암

충적층

그림 대암댐 유역의 지질도2.

언양 도폭( 1:50,000)

그림 사업대상 지역 주변 선구조도3.

자인단층 밀양단층 모량단층(1: , 2: , 3: , 4:

양산단층 동래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5: , 6: , 7: )

실시설계3.

설계현황3.1

대암댐 보조 여수로는 댐 좌안상류 지점에서 태화강 본류로 유역을 변경하는 련의 터널400m 2

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조여수로 유출부 사면은 출구부 사면은 의 구배(D=10.0m, L= 417, 427m) 1:0.5

로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최대 사면고가 약 에 달하는 장대사면이 형성되도록 설계되어 있다65m .

그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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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암댐 보조 여수로 위치평면도4.

그림 대암댐 보조여수로 터널 유출부 사면5.

종단도

설계상의 문제점3.2

굴착장비의 진입불가3.2.1

유출부 사면의 절취를 위해서는 천공 및 상차장비의 진입이 필요하나 수직에 가까운 자연사면으로,

인해 진입도로의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사면 상부로부터 절취된 토사 및 암의 상차 및 운반을.

위해서는 약 높이까지 성토작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성토물량의 확보가 별도로 필40m

요하고 공사비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시공성이 없다.

자연환경의 훼손3.2.2

대암댐 유출부 사면 예정지점 상하류 약 는 수직의 자연사면이 절벽을 이루고 있어 경관이 매우2㎞․
뛰어나고 인간의 접근이 곤란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사면절취로 인해 이러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지역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하여 공사의 지연이 우려되며 친환경적인 설,

계 및 시공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시공에 따른 민원의 발생3.2.3

유출부 사면에 인접한 지점에는 언양 울산간 고속도로 및 차선의 국도 호선이 지나가고 있다- 4 24 .

사면의 절취를 위해서는 발파작업이 불가피하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피하고자 차량의 통제가 장기간 실시된다면 막대한 민

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이 있어 시공이 불가능하다.

보완 설계4.

개요4.1

대암댐 유출부 사면의 대규모 절취는 전술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면의 굴착

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면은 갱구부 설치를 위해 발생되는 굴착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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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굴착사면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으로 구분하였으며 안정해석 후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 3

강공법을 결정하였다 자연사면 부분은 형상이 매우 불규칙하고 표면부의 암반은 뜬돌이 발달하여 있어.

설계조건을 한정하기가 곤란하였으며 특히 자연사면 하부에 터널 갱구부가 위치하므로 시공중 작업장,

안전과 시공후 방류되는 터널의 기능 확보 측면에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설계

를 수행하였다.

지표지질조사4.2

지표지질 조사결과 대상지역은 한반도 지질계통상 중생대 백악기 경상계 하양층군의 대구층에 대비되

는 퇴적암류가 분포한다 퇴적암류는 역암 사암 세일이 호층을 이루며 터널 상부 자연사면은 경사가. , ,

도를 상회하는 급사면으로 터널 예정지 좌측 하천의 하류측 에 소규모로 계곡이 발달하여 있으나 전60 ( ) ,

반적으로 하천과 평행한 방향으로 수직에 가까운 직벽을 형성하여 지표지질조사시 접근이 용이하지 않

았다 그림.( 6.)

그림 터널 예정지의 전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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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암댐 유출부 지표지질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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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지질조사시 노두가 노출된 지점에서 불연속면의 방향성을 측정하였고 단층과 같은 주요 지질구,

조의 발달유무를 살펴보았다 지표지질 조사의 결과에 의해 작성한 지질도는 그림 과 같다. 7. .

각 조사지점별 지질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널 우측부1)

터널 우측부의 지점에 노출된 노두에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층서상 최하위에Site 1~3, 12 .

해당되는 은 하부로부터 역암 셰일 사암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부에 분포Site 3 .→ →

하는 역암은 의 기질 에 의 역이 원형 아원형 을 이루Silt size matrix( ) pebble size Round~Sub-round( ~ )

고 있으며 분급 은 불량 한 상태를 나타낸다 역암의 역이 부분적으로 빠져나온 벌집구, Sorting( ) poor( ) .

조가 소규모 발달하였으나 지층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림 셰일은 이, .( 8.) Spacing

미만의 박층으로 가 발달한 반면에 사암은 의 을 가지며 가장 두터운 층5mm fissility 20~30 Spacing㎝

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수록 층리면은 84/8 60/4→

로 완만한 주향의 변화를 가지나 경사는 도 미10

만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 현저한.

지질구조는 지형도상에서 인지되는 소규모 계곡

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의 단층면이며216/71 ,

방향의 절리가 발달하여86/52, 128/84, 264/70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림 역암층에 발달한 소규모 벌집구조8.

제 터널 좌측 계곡부2) 2

제 터널 예정지는 수목으로 피복되어 노두의 관찰이 곤란한 반면에 인접한 좌측부 에 형성2 (Site 4~9)

된 소계곡은 기반암의 관찰이 용이하였다 그림 기반암은 전형적인 경상계 대구층의 회색내지 암회.( 9.)

색의 사암으로 지질조사용 해머로 타격시 맑은 타격음을 보이는 점은 일축압축 강도가 을 상1,000 /㎏ ㎤

회하는 높은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우세한 불연속면은 층리면으로 조사지역 전체에서.

주향이 우측에서 좌측부로 가면서 우측부 중앙부 좌측부60/4( : site 1) 138/6( : site 11) 144/7( : site 4)→ →

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경사는 도 미만으로 인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10

알 수 있다.

방향의 단층면은 지형도상에서 인지되는 계곡의 방향과 일치하며 지점에서 인지된220/60 , Site 3, 11

방향과 거의 평행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단층의 방향은 본 조사지역에 인접한 양216/71, 71 .

산대단층의 방향성인 북동 남서 방향과 일치하므로 향후 사면의 안정성 분석 및 터널의 굴착시 가장 주-

요한 지질구조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및 방향의 절리면이 발달하여 있으며 지표지. 150/80 260/74 ,

질조사시 쐐기파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0.)

제 터널 종점부3) 1

은 제 터널 종점부에서 위치하며 괴상의 사암이 우세하고 분포하며 국부적으로 셰일이 협재하Site 11 1

고 있다 그림 층리면은 의 방향성을 가지며 괴상의 사암으로 인해 은 이상으로( 11.) 138/6 Spacing 50㎝

비교적 넓은 편이며, J2는 계곡의 방향과 평행한 단층면으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216/76 .

단층면은 야외조사시 을 형성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는데 연장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Open Crack

나 대곡댐 가배수터널 입구부 사면에서도 단층면을 따른 이 비교적 짧은 연장성을 가진 점, Open crack

을 감안하면 사면이나 터널의 안정성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J3 절리면은 의 방향성을 가지나 층리면에 의해 연속성이 규제되어 단층면과 절리면의 상호교차310/66

에 의한 쐐기파괴로 발생한 소규모 암편의 평면파괴 활동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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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점의 기반암 부분적인10. Site 9 (

쐐기파괴가 발생)

그림 인접한 계곡부에 노출된 기반암 사암9. Site 4 ( )

그림 지점 괴상의 사암이 분포함11. site 11 ( ) 그림 지점의 단층방향으로 발달된12. Site 11

Open crack

사면안정성 분석4.3

지표지질 조사시 측정된 불연속면과 사면의 절취방향에 기하학적 상관관계를 활용한 평사투영법에 의

한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정성 분석시 내부 마찰각은 직접 전단시험이 불가능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문헌조사 및 암석의 공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결정하였다 사면의 굴착이 터널의 노선과27 .

직교하는 방향 도 방향 및 좌측부 도 방향 에서 발생하므로 안정성 분석시 두 방향 모두 고려하(292 ) (202 )

였으며 현 설계구배에서의 안정성을 우선 평가하여 불안정 요소의 인지시 우선적으로 사면의 구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대안과 비교 검토하였다 사면 굴착방안의 제시는 후속공정인 터널굴착 및.

갱구부 보강공법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였다.

내부 마찰각에 대한 검토1)

의 에 제시된 의 연구결과Hoek & Bray(1981) “Rock Slope Engineering 3rd" Handin et el. (1963)

의 내부마찰각은 도Berca Sandstone(medium-grained, well-cemented) 27.8 , Week's Sandstone(m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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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 제시되어 있어 본 분석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에 분포하hard, fine-grained, well-cemented) 27.5

는 암석인 동일한 사암인 점을 고려하여 도로 결정하였다27 .

현 설계구배에서의 안정성 분석2)

터널 노선과 직교하는 사면 도 방향(1) (292 )

가 평면 및 전도파괴 나 쐐기파괴) )

그림 현 설계구배에서의 평면 및13.

전도파괴 도 방향(292 , 1:0.5)

그림 현 설계구배에서의 쐐기파괴 도14. (292

방향, 1:0.5)

분석결과 평면 및 전도파괴 모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층방향인 과, 218/59, 216/76

및 과 과 불연속면의 상호교차에 의한 쐐기파괴 가능성이 인지되었다310/66 216/76 12/70, 310/66 150/80 .

터널 좌측부 사면 도 방향(2) (202 )

가 평면 및 전도파괴 나 쐐기파괴) )

그림 현 설계구배에서의 평면 및15.

전도파괴 도 방향(202 , 1:0.5)

그림 현 설계구배에서의 쐐기파괴 도16. (202

방향,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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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단층면의 평면파괴 및 절리면의 전도파괴가 불안정 요소로 인지되었다 단층218/59 12/70 .

면인 와 불연속의 상호교차 및 과 의 상호교차218/59 260/74, 84/87, 151/80, 144/76 310/76 144/76

에 의한 쐐기파괴가 불안정 영역에 투영되었다.

사면안정 대책의 수립4.4

영역별 사면안정 대책공법4.4.1

사면안정 대책은 터널 갱구부 굴착을 위해 인공지반이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 영역으로 구분하3

였다 그림 각 영역별 보강공법 적용현황은 표 과 같다.( 17) 1. .

그림 유출부 사면안정대책 영역 위치 평면도17.

구 분 위 치

평사투영 검토결과
깎기

구배
보강공법 적용안

평면파괴 전도파괴 쐐기파괴

자연

사면

영역 A

사면 하부

국부적

불안정

불안정 안정 -

뜬돌제거 락볼트 텐션네트+ +

사면하부 인공지반 형성으로( :

평면활동 방지)

영역 B 안정 불안정 안정 - 뜬돌제거 락볼트 텐션네트+ +

절토사면 영역 C 안정 불안정 안정 1:0.3
랜덤 락볼트 낙석방지망+

배수공+

표 1 보강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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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1) A

3
1
m

자연사면 보강구간EL. 46m

3x137x83mm
고강도텐션(테코)네트

D29mm, L4000
락볼트(게비네일)

절토 및 복공구간

2
.0m

D=29mm, 
L4000

3x137x83mm
고강도텐션(테코)네트

특수지압판

상세 "A"

상세 "A"

락볼트(게비네일)

수평배수공
D100mm, L5000

설치각도 : 하향 20˚

담쟁이 식재

그림 영역 대표단면도18. A

영역2) B

1
9
m

자연사면 보강구간

3x137x83mm
고강도텐션(테코)네트

D29mm, L4000

EL. 71m

2.0m

절토 및 복공구간

D=29mm, 
L4000

3x137x83mm
고강도텐션(테코)네트

특수지압판

상세 "A"

락볼트(게비네일)

락볼트(게비네일)

수평배수공
D100mm, L5000

상세 "A"

설치각도 : 하향 20˚

담쟁이 식재

그림 영역 대표단면도19. B

영역3) C

상세 "A"

D29mm, L4000
게비네일(락볼트)

2
8
m

자연사면 보강구간

절토 및 복공사면 보강구간

D29mm, L4000
게비네일(락볼트)

EL. 45m

수평배수공
D100mm, L5000

필요시 설치(전체면적 20%)

D=29mm, 
L4000

#8x56x56
PVC 능형망

일반지압판

락볼트(게비네일)

상세 "A"

설치각도 : 하향 20˚

담쟁이 식재

그림 영역 대표단면도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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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안정대책 공법 고찰4.4.2

뜬돌제거1)

대암댐 유출부 자연사면은 뜬돌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록볼트 시공중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으

므로 안정대책 공사의 시행 전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거대상은 공사중 진동에 의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암괴이다.

록볼트2)

록볼트의 최소 길이는 경험적으로 록볼트 간격의 배 이상 또는 불안정암괴 블록 폭의 배 이상을2 3

적용한다 지표지질조사 결과 불안정 암괴 블록 폭이 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최대 폭까지. 0.6~1.0m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해 록볼트는 직경 로 하여 최대 폭의 배인 로 적용하였고 간격은 록29mm 4 4.0m ,

볼트 길이의 이하이므로 를 적용하였다 불안정암괴 블록 폭의 크기에 따라 록볼트 길이 및 간1/2 2.0m (

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록볼트 길이는 최대 이내로 한다, 6.0m ).

낙석방지용 네트3)

유출부 사면은 사면의 절취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여 낙석의 발생을 억지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노출암반의 표면을 피복시켜 이완 암괴가 하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낙석방지용 네

트가 필요하다 낙석방지용 네트로는 일반 철망과 텐션네트 종류가 있다 일반 철망의 경우는 약. 2 .

의 강도를 가지나 텐션네트는 세로방향으로 약 의 인장강도를 지녀 훨씬 더 큰 응26.5kN/m , 150 kN/m

력을 흡수할 수 있다 표 참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교통부.( 2.) < . , 2000, >

따라서 사면 높이가 높고 낙석 암괴의 크기가 크며 시설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역 영역 는 고강, A, B

도 자재인 텐션네트를 적용하였고 절취사면으로 시공중 불리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영역 는 일반 낙, C

석방지망을 적용하였다.

구 분 타 입
와이어의 강도

(N/ )㎟

네트의 강도

(kN/ )㎡
비 고

고강도 텐션네트 TECCO 65 1,770 - 2,020 150.0
영역A

영역B

일반 낙석방지망 종SWMV-GS2 290 - 540 26.5 영역C

표 네트의 강도비교2.

배수공4)

사면 높이가 에 달하여 집중호우시 지하수 배수가 자유롭지 못할 경우 절리의 균열면에 수압이65md

발생하여 전도형태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 내에 직경 길이. 100mm, 5m

의 나공을 간격으로 사면 중간에 열 설치토록 계획하였다3m 2 .

시공5.

벌개제근 및 임시 낙석방지방 설치5.1

사면에 자생하는 수목의 제거 후 천공작업을 실시하였나 충격으로 인해 소규모 암괴의 이완으로 하,

부 작업자의 안전확보가 어려워 일반 낙석방지망으로 사면을 피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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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벌개제근21. 그림 임시 낙석방지망 설치22.

설치5.2 Tension Net

그림 천공23. Nail 그림 삽입24. Nail

그림 내부25. Nail Grouting 그림 터널에서 확인된26. Gr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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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발시험27. Nail 그림 설치28. Tension Net

시공5.3 Rock Anchor

유출부 사면에 발달한 단층대가 사면과 약 의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어 의 에 의해 보강이7m 4m Nail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며 터널의 굴착시 수직방향의 변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안정성

을 검토하여 로 보강하였다 검토대상암괴에 발달한 불연속면은 간격으로Rock Anchor . 0.6 ~ 2.0 m

수직에 가까운 각도 를 이루며 틈이 부분적으로 최대 에 달한다(80~85°) , 20cm .

위험암괴의 하중1) (W)

폭 높이 두께 단위중량W(Tons) = w( ) x h( ) x t( ) x ( ) x 0.5γ

= 16.0 m x 16.0 m x 6 m x 2.5 t/m3 x 0.5

= 1,920 Tons

여기서 는 대상 암괴중 터널교차부의 정도, 0.5

활동력2) (T)

활동력 은 터널 굴착시 암괴의 수직 낙하를 전제로 할 때(T) ,

T = Fs x Wtan = 1.5 x 1,920 Tons x tan25°Φ

= 1,342 Tons

여기서 는 안전율 는 불연속면의 내부마찰각, Fs : 1.5, : 25°Φ

필요 앵커 수량3) (N)

설치 앵커의 긴장력을 으로 계획시70 Ton ,

N = T ÷ 70 Tons = 1,342 Tons ÷ 70 Tons

공= 19.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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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강영역29. Rock Anchor 그림 천공30. Rock Anchor

그림 체 삽입31. Anchor 그림 인장작업32.

시공완료5.4

그림 시공완료된 사면전경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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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6.

대암댐 보조여수로 터널의 유출부 사면은 의 구배로 약 높이의 장대사면으로 설계되었1) 1:0.5 65m

다.

시공에 선행하여 검토한 결과 설계 구배의 굴착은 장비의 진입이 곤란하고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2)

환경단체의 반발 인접한 고속도로 및 국도의 교통통제 등이 요구되어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절취사면 최소화를 위해 지표지질 조사를 실시하여 사면안정성을 평사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3) .

사면안정성 분석결과 자연사면과 하부사면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사면은 개 영역으로 안정대책4) , 3

을 수립하였다.

사면안정 대책으로는 사면의 뜬돌 제거 고강도 텐션네트 설치 및 배수공을 시공하여 사면의 안정5) ,

성을 확보하였다.

사면의 안정대책 시행중 사면에 발달한 단층에 의한 터널 시공시 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해6) Rock

를 추가로 보강함으로써 사면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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