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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암반사면에 대한 표면조사 시에는, 암반 사면파괴로 인한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파쇄대에서의 응력이완, 노출 

되지 않은 불연속변 동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연의 절취 또는 절취사변의 유지관리 

에 있어서 사면 안정성에 대한 판단을 도와 사연 파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맥심용어 표면조사, 웅력이완, 파쇄대 , 노출되지 않은 불연속면, 사면파괴 

ABSTRACT When the exposed surface of rock slopes investigated, various factors have not been considered. The factors 

required to be considered include the vlume swelling of rock caused by stress release at the fa ult zone, unexposed discon

tinuities in the earth and so on. Also, rock slope fa ilure occurs sometimes due to these factors. In this paper, we intend to 

help engineers to judge about the stabil ity of similar new cutting-slopes or the maintenance of already cut-slope, so that 

they can consider these factors. 

KEYW。RDS surface investigation, stress release, fau lt zone, unexposed discontinuity, slope failure 

1. 서 로
 」

도로 및 단지 조성시 형성되는 절취사변에 대한 설계는 

지반 공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암반 강도정수 

를 위주로 절취경시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실제 굴착시에는 사면 표면조사를 수행하여 

설계시 고려하지 못한 절리나 단층파쇄대 등 불연속면 특 

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면경사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변 절취 후 표면조사도 노출된 표면을 기준으로 

안정성을 판단하므로 사면파괴로 인한 재해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고에서는 사면파괴 발생 요인 중에서 노출된 암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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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대한 표면조사시 확인하기 힘든 ‘단층파쇄대에서의 

응력해방’과 ‘노출되지 않은 내부 불연속면’이 원인이 되 

어 파괴된 사면의 시례를 제시함으로써, 사면절취시와 기 

존사면 유지관리시 사면으로 인하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2. 절침 암반사면의 표면조사 

절취 암반사면의 표면조사는 굴착이 진행 중인 사면 

또는 완료된 사면에 대해 실시하며 표면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면파괴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노출된 암반사면에 대해 파괴징후(인장균열, 활동이력) 

및 불연속면의 조건(풍화상태, 발달방향, 지하수 유출, 단 

층파쇄대)을 조사하여 사면의 재해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데, 표면조사에 대한 항목은 기관별로 제시된 조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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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방법과 터널 안정성 검토시 이용되는 RMR 분류 

를 사변에까지 확대한 SMR 분석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2.1 절취 암반사면 조사기준 및 한계 

다음에 제시된 평가표는 00공단에서 최근에 제시한 암반 

사면 유지관리용 기준(장현식, 2003)으로 파괴 징후 및 파괴 

현황 등 손상상태 평가와 불연속면의 상태를 기준으로 안정 

성 여부를 개략 판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제안표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절취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사면내부 요인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평가표는 예비 해석단계에서 사연파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면을 선정하는데 이용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선정된 사면의 내부 지반조사를 통한 사 

면재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타 기관에서 사용되는 기준도 이와 유사한 형태이며 터 

널에 시용되는 RMR을 사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SMR 방법 등도 사면의 안정성을 개략 평가하여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보다 정밀한 사면조 

사를 통해 안정성 확보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 때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시추공 영상촬영을 통한 지 

중 불연속면 조사, 평사투영 해석을 통한 안정성 평가, 계 

측을 통한 거동 관찰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노출 사면에 대한 표면조사만으로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 

할 뿐, 사면파괴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후에야 파괴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추가 계측 계획 등을 수행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노출된 사면의 불연속면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면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연속면을 정확히 판 

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 사면파괴가 표면조 

사시 예상된 파괴면을 따라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표 1. 사면의 손상상태 평가지수 

송。\.-& a b 

인장 。.J% I mm 미만 

균 열 0 I ∼ 3 

파괴 
징후 

지반 。.J 0 。

변형 O ∼ 2 

구조물 。.J 디 。

변형 O ∼ 2 

파괴 발생 0 I m3 미만 

현황 규모 
0 

[사연 손상상태 지수 : fl = L (사연 손상상태 항목 접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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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면 안정성 평가시 표면조사의 한계 

사면의 안정성 평가시, 노출된 암반사면의 표면조사만 

으로는 고려하지 못하는 사항에 의한 사면파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조사결과로 수행되는 펑사투영 및 한 

계평형 해석시 다음 가정 사항에 의해 검토가 수행되므로 

사면의 안정성이 완전하게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l ) 사면파괴는 불연속면을 따라 발생. 

2) 평사투영 해석결과 사면파괴 가능영역에 해당되는 

불연속면에 의해 사면파괴가 발생 

3) 절취암반의 사면파괴는 평면, 쐐기, 전도 파괴 등 예 

측 가능한 파괴형태에 따름 

위 조건은 사면 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의 안정 

성을 판단할 때 근간이 되는 가정사항으로 이 조건을 벗어 

나는 사면파괴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병옥(2001)에 의하면 고속도로 절토사변의 파 

괴 유형중 펑사투영 해석결과로 안정성 판단이 곤란한 낙 

석, 유실 등의 사면파괴 형태가 전체 사면파괴 유형의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면에 대한 안정성 평가시 기 

타요인에 의한 사변파괴 가능성 여부도 펼히 검토하여야 

함을알 수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위 가정사항을 벗어나는 사면파괴 

사례를 바탕으로 사변파괴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서 추 

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 사면 표면조사시 미고려 요인에 의한 사면파괴 

사려| 

3.1 응력해방에 의한 사면파괴 사례 

3. 1. 1 00-00간 도로현장 사면 I : STA. 1+020 ∼ STA. 

1+ 100 구간(우측사면)) 

c d e 

Imm 미만 5 mm 미만 
5 mm 미만 Scm 미만 

Scm 이상 

4 ∼ 5 6 ∼ 7 8 ∼ 10 
。l 。
λλ0 

3 ∼ 5 

。1 。
λλ 0 

3 ∼ 5 

I m3 이상 8 m3 이상 

8 m3 미만 64 m3 미만 
64 m3 이상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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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출사면 설계조건 및 한계평형 해석 

그림 3. 1차 사면 파괴 현황 

3) l차 사면파괴시 보강 대책안 

사면 l의 파괴는 단층면 활동에 따른 대규모 사면파괴 

흔택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저V2권 제2호 

그림 4. 사면 내에 발달된 단흥대 

그림 5. 사면파괴 전경 

그림 6. 사면파괴 상세(상부) 

로 사면억지 공법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하였으므로 

사면파괴가 발생된 부분은 제거하고 사면경사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사면 보강안을 제시하였다. 

보강안 l은 파괴원인이 되는 단층 활동면을 제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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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절리 암반 사면의 파괴요인 평가등급 기준 

항목 a b c d e 

절리주향 
사면주향과 사연주향과 사면주향과 사면주향과 사면주향과 
45。 이상 30。∼ 45。 20。 ∼ 30。 JO。 ∼ 20。 J O。미만 

(사면과의차이각) 
0 l ∼ 2 3 ∼ 4 5 ∼ 6 7 ∼ 8 

지반 
절리경사 JO。 초과 

o。초과 
o。

-I 0。 이상 
-JO。미만 

상태 10。미만 o。미만 
-사변 경사 

0 l ∼ 2 3 ∼ 4 5 ∼ 6 7 ∼ 8 

절리상태 
매우유리 유리 보통 불리 매우불리 

0 l ∼ 2 3 ∼ 4 5 ∼ 6 7 ∼ 8 

사면 l ‘:1.0 미만 
1: 1.0 이상 l ’:0 .7 이상 1:0 .5 이상 

I : 0 . 3 이상 
사변경사 l ‘:0.7 미만 I : 0.5 미만 1:0.3 미만 

형상 
0 2 3 4 

l 일 Omm Omm 이상 50 mm 이상 JOO mm 이상 
150mm 이상 

자연 
7。}-。「 강우량 50mm 미만 100 mm 미만 150 mm 미만 

요인 
및 

지하수위 완전건조 사면높이의 113 사면높이의 1/2 사면높이의 2/3 완전포화 
지하수 

점수 0 l ∼ 2 3 ∼ 4 5 ∼ 6 7 ∼ 8 

절취상태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0 l ∼ 2 3 ∼ 4 5 ∼ 6 7 ∼ 8 

인위 중보강 보통보강 경보강 
닥석방지 

。J」J-
보강상태 울타리 

요인 
0 l ∼ 2 3 ∼ 4 5 ∼ 6 7 ∼ 8 

배수조건 
완전배수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0 2 3 4 

[사면 파괴요인 지수 : f2 = L(사면 파괴용인 항목 점수) I 52] 

상태등급 지수(F) 범위 상태 

A O=F<0.15 문제점이 없는 건전하고 양호한상태 
B O. I 5=F<0.30 경미한손상, 결함이발생하여기능발휘에는지장이없으며,적은양의보수가펼요할수있는상태 
c 0.30=F<0.55 보통의손상,결함이발생하였으나안전성에지장은없으며,내구성,기능성저하방지를위한보수가펼요한상태 

D 0.55=F<0.75 손상,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구조적 , 내구성,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보수,보강이 펼요한 
상태 

E 0.75=F 심각한손상, 결함 및 따괴잠재성에 의하여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이 시급한상태로서, 임시 조치 후 시 
용하거나 즉각 사용금지 또는 보강, 개축이 필요한 상태 

[사연 상대평가 지수 : F = L(손상 상태의 항목 점수 + 파괴요인 접수) /76] 

I ) 사면현황 

대상사면은 원 설계시 최대 설계높이 35 m(소단 4개)로 

계획되었으나 사면절취 중 파괴로 인해 3차에 걸쳐 경사 

조정 및 보강이 시행되었다. 

파괴전 사면은 절취면내에서 불연속면 발달에 따른 소 

규모 암괴탈락 및 국부적인 평면파괴 가능성이 확인되었 

으나 대규모의 전체적인 사면파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계상 사변경사는 1:0.5 ∼ 1: 1 2로 계획되었으며 노출사 

변에 대한 조사결과 표면에 발달된 불연속면의 영향으로 

평면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과 토사화된 표면부의 원 

호파괴 발생부가확인되어 사변경사완화( I : 0 . 7 ∼ I: 1.5)안 

으로 경사조정이 시행될 계획이었다 

2) l차사면파괴 

표면조사 완료후 사면을 추가로 절취하는 과정에서 기 

존조사에서 확인된 불연속면을 모두 포함하는 단차 약 

5.0 m , 균열폭 2 .2 m ∼ 4.2 m(단층면 상부 기준)의 대규모 

사면파괴가 발생하였다. 사면파괴는 사면상부로부터 약 

20 m 굴착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사면굴착에 따라 단 

충파쇄대면이 응력이완된 상태에서 단층변에 협재된 단층 

점토가 우수 등으로 인해 포화되면서 사면파괴를 초래한 

것으로판단된다. 

단층연의 발달방향은 사면 절취방향과 약 30。 ∼ 50。 각 

도를 이루며 사면굴착에 따라 사면배면에 발달된 단층면 

상부의 암괴 및 토괴가 앞쪽으로 이동되고 지지구조가 없 

는 사면앞쪽으로 사면붕괴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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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림 7. 사면보강방안( 1차 사면파괴 발생시 ) 

--

\ 

w ·E 

• 

젠 

그림 8. 단총 파쇄대 평사투영 결과 

사면을 재절취하는 안이고 보강안 2는 사변경사를 조정하 

되 단층파쇄대가 사면내에 존재하도록 사면경시를 재조정 

하는 안이다. 2가지 보강안에 대한 검토결과 발주처와의 협 

의를 통해 보강안 2를 적용하여 사면 절취를 시행하였다. 

4) 2차 사면파괴 발생 및 보강 

보강안 2를 적용하여 사면을 절취하는 과정에 기존의 

단층면을 따라서 인장균열 및 표면암괴 탈락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표면유실 형태의 2차 사면파괴가 발생 

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표면유실에 의한 장기적인 안정성 확 

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Soil Nailing(C.T.C.=2∼3 m, 

L=4∼8 m)으로 추가 보강하도록 재설계하였다 

5) 3차 사면파괴 발생 및 보강 

2차 사면보강안으로 Soil Nailing을 적용하여 하단부 사 

하부사며 DI 정휘 삼태 

그림 9. 2차 사면파괴 진행현황 

그림 10. 2차 사면 보강안(Soil Nailing) 

그림 11 . 3차 사면파괴 형황 

면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인장균열이 크게 발생되면서 3차 

사면파괴가 발생하였다 사면파괴는 그림과 같이 사면 하 

단부를 추가굴착하고 Soi l Nailing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였으며 갚이 4.0 m, 폭 0.5 m의 인장균열이 진행되어 

단차가 발생되었다. 4소단 이상구간은 S이l Na iling으로 기 

보강된 상태이므로 3차 사면파괴는 4소단부 하부에서 발 

생하였다 

3차 사면파괴는 사면 내에 발달된 단층파쇄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앞부분이 추가 절취됨에 따 

라 사면 선단부의 전단저항이 크게 줄어들어 단층파쇄대 

변을 따라 암괴 및 토괴가 사면앞쪽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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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사면파괴 발생부에 대해 경사완화를 배제하고 Soil 

Nailing으로 보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3차 파괴가 

발생된 사면하부는 옹벽 및 영구 Anchor.로 보강하는 방안 

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6) 사면 파괴로 인한 교훈 

사면 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 안정검토를 수행 

하면 단층면이 사면표면으로 진행되지 않고 진행방향도 

사면내부 방향일 경우, 사면파괴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 

일 수 있다. 그러나, 본 파괴사례와 같이 응력해방으로 단 

층연 상부 토괴 및 암괴의 이격이 발생되어, 지지구조가 

없는 사면 전면방향으로 대규모 붕괴가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수있었다. 

또한, 사면파괴가 기 발생한 면은 향후 추가 사면 활동 

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제거하거나 활동 

면이 원지반에 충분히 구속되도록 선행 보강하여야 장기 

적인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1.2 00-00간 도로현장 사면 2 : STA. 12+300 ∼ STA. 

12+500 구간(좌측사면) 

I ) 사변현황 및 l차 구배조정 

대상사면은 00-00간 도로현장의 일부로 사변풍화가 

그림 14. 1차 경사조정전 사면내 인장균열 

1:1.2· 

5.0m현 
1:1.0 

그림 15. 1차 사면경사 조정안 

심하게 진행된 상태여서 굴착초기부터 사면파괴 가능성이 

예견되었던 사면이다. 그림 13∼14와 같이 사면표면이 노 

출된 후 사면 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파괴징후가 관찰 

되어 사면 표면조사를 바탕으로 사변경사를 1:0.7∼1 : 1.5로 

재절취하였으나 절취 이후에도 사면파괴가 계속 진행된 

사례이다 

노출된 사면표면에서 불연속변 조사 및 현황파악된 내 

용을 바탕으로 안정검토를 수행하고 해석결과상 가장 큰 

파괴기능성이 있는 불연속변을 기준으로 재 굴착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표면조사시 사면 내에서 연직방향으로 발 

달된 단층 파쇄대가 확인되었으나 경사각이 급해 펑사투 

그림 13. 1차 경사 조정전의 사면 현황 

효댁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저V2권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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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 1 5로 사면을 재 절취한 후의 사면현황 

그림 17. 배면사면 인장균열 

영 해석결과 단층면에 의한 사면파괴 가능성은 없는 것으 

로판단되었다. 

2) 재절취 후 진행된 사면내 균열 

1차 경사조정안은 대상사변을 I :0.7 ∼ I ‘ l .5 경사로 재절 

취하는 안이었으나 현장 굴착과정에서 풍화암층의 풍화가 

매우 진행되어 토사화된 상태로 파악되어 장기적인 안정 

성 확보차원에서 사면 최하단부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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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5 경사로 절취하였다. 사면이 재절취된 후 얼마 경과하 

지 않아 사면 내에 발달된 단층파쇄대변을 기준으로 인장 

균열 형태의 추가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균열은 사면 배면 

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면자체의 경사는 충분히 완화된 상태로 안정성을 확 

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표면보호공 

적용 후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균열은 계속 발생될 가능성 

이 있고, 경사조정에 따른 토량이 크지 않아 그림 1 8과 같 

이 사변경사를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3) 사면 파괴로 인한 교훈 

단층 파쇄대가 발달된 사면의 경우, 사변조사를 통하여 

안정한 각도로 사면을 절취하였다 하더라도 단층면을 중 

심으로 균열이 발생펼 수 있으므로, 사변표면 조사시 사면 

을 관통하는 단층면이 관찰되면 단층면을 중심으로 응력 

해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면의 절 

취경사보다 급한 불연속변에서도 사면파괴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면조사시 응력 해방에 따른 사면파괴 가능성 

도 평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면 재해 방지 측면면에서 타 

당하다할수있다. 

3.2 내부 불연속면에 의한 사면파괴 사례 

3.2. 1 00-00간 도로현장 사면 3 : STA I 0+070 ∼ STA. 

10+085 구간(좌측 갱구부 사면) 

1 ) 사면현황 

대상사면은 00고속도로 현장의 00터널 종점 갱구부 

사면으로, 그림 1 9와 같이 사면상부 및 좌우는 풍화가 많 

이 진행된 상태였고, 사면의 굴착은 수직에 가깝게 진행된 

상태였다. 

한계|평형 해석결과 
가상파괴먼 

-’5 -15 - 1디 얘 a ~ 10 15 :ai 25 '3J JS 뻐 ‘s SO 56 &I ~ 10 15 W 115 9Cl !!:> 1W 1~ 110 115 121l 1'5 l;!J 1:15 110 US 

미stance(m) 

그림 18. 2차 경사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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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00터널 갱구부 사면파괴부 및 종접부 주변 평면도 

그림 20. 사면파괴 발샘현황 

사면은 굴착된지 2년여가 경과된 상태로 사면 표변에 

대해 슈미트 햄머로 강도를 측정한 결과 보통암 이상의 강 

도를 보였다. 사면하단부는 Shotcrete로 마감처리 되어 있 

었으며, 상부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 암괴 

가쌓여 있었다 

사면조사시 사면상부에서의 사면파괴 가능성은 예측 

되었으나 전반적인 파괴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2) 사면파괴 발생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기시 사변내부에 빌-달된 

불연속면을 따라 대규모의 사면파괴가 발생하였다. 사면 

표면과 평행하게 발달된 불연속면을 통하여 암괴탈락이 

발생한 후 사면좌측부의 풍화된 사면부에서 추가 파괴가 

진행되었으며 사면표면 조사시 확인되지 않은 불연속연을 

따라 파괴가 발생하였다. 

사면파괴가 발생된 불연속면은 Shotcrete로 보호되어 있 

던 사면 최하단부로 파괴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효E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저~2권 제2호 

3) 사연 파괴로 인한 교훈 

사면내부로 발달된 불연속면에 대해서는 사면 조사단계 

에서 그 연장성 및 파괴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사면 굴착이 완료된 후 장시간이 경과한 사면 

이라면 사면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시 

된 사례와 같이 내부의 불연속변을 따라 대규모 사면파괴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 불연속면 발달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 사면 표면조사와 함께 사면의 좌우측과 주 

변사면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불연속면 조시를 통해 전반 

적인 불연속면 발달 경향을 파악하여 사면내부의 불연속 

면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면표면이 Shotcrete 등으로 보호된 상태라면 불연속면 

발달 여부를 주변 불연속면 특성으로 부터 유추하여 사변 

파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결 료E ._ 

지반조사 단계 또는 절취시 노출된 암반에 대한 표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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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만으로는 암반사면의 파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층파쇄대에서 불연속면의 

이격여부와 노출되지 않은 내부 불연속면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한다. 

단층파쇄대에서의 굴착에 따른 응력해방으로 불연속면 

의 이격이 발생할 경우, 파쇄대 상부에서 지속적인 사면재 

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연보강안 적용시 단층파쇄대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노출되지 않은 내부 불연속면에 의한 사면재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해당사면뿐만 아니라 해당사면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불연속면 발달경횡t을 파악하여, 노출되지 않은 

내부의 불연속면의 방향성까지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안 

정성 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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